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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17년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2017

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적 사건들로 인하여 경제
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2017년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제질서와 자유무역을 이끌었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기후
변화협약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습니다. 미국이 다자무역에서 발을 빼자 대신 중국
이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나섰고, 주도권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에 대해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으로 맞서는 등 연중 내내 세력경쟁이 계속되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
져 있고,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2의 외환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중
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은 연중 시의적절한 정책세미나와 연구활동을 전개했습
니다. 먼저 지난 1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가 문을 열었습니
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대와 무역ㆍ통화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 지난 여름, 헬조선, 금수
저ㆍ흙수저 등과 같은 용어가 회자되면서 사회이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경제연
구원에서는 <사회이동성과 수저계급론> 관련 세미나를 두차례 개최하여 우리나라 사회이동성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계층 이동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경제 재도약의 새
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교육해법 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1월에는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들을 모시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경제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을 개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상법의
주요쟁점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법상 의사정족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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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실증적ㆍ개관적으로 진단하여 사회에 해법을 제안하는 등의 정책연구 활동도 활
발하게 펼쳤습니다.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를 통해 정치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제기된 기
본소득제의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했고, <LTV, 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
과>를 통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및 가계부채 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통해 조세ㆍ재정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세부담-복지수준’의 정확한 정보에 입
각하여 결정되어야 함과 복지재정에 대한 단계적인 목표와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발표했고, <한미 FTA 협
상이 총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의 총생산성 증대효과가 크고 상호 호혜적인
협정임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한미 FTA 재협상시 참고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과도한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인적자본의 배분을 저해하므로 경제성장
과 시장혁신을 위해 민간으로의 인적자본 배분을 모색하여야 함을 제시했으며, <유통산업 규제 비교를 통
한 시사점>을 통해 프랑스와 일본의 유통규제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사업조정
정책 등 규제 일색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활동이나 세미나와 별도로 기업, 노동, 복지,
4차 산업혁명 등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
담이 높다는 사실을 국내 주요기업과 외국 경쟁사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을 비교하여 부각하였으며, 법
인세율 인상이 불가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당초 정부안보다는 세부담 증가를 막았습니다. 지배구조 규
제 강화로 편향된 상법 논의의 장을 바로잡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여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 등 경영안
정화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11월에 발의되도록 일조했습니다. 8월 31일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의 통상
임금 소송 현황과 부담비용(최대 8조 3,673억 원)을 파악하고 현 통상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칸막이 규제정비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구축, 그레이존 해소 등 신산
업 출현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시스템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특별지구 도입을 통한 테스트베드 제도 구축을
골자로 한 4차산업혁명특별법 제정제안도 했습니다.
2018년은 미래를 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
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희망이 있는 2018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원
기업 모두와 힘을 합쳐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자리잡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기업,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의 실마리를 찾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기업들의
도약에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황금개를 상징하는 무술년(戊戌年) 한 해, 강한 책임감으로 목표를 달성하
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장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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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1.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ㆍ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한다.
2.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
안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3.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도
원

장

부원 장

연구본부

산업정책팀

고용복지팀

기업제도팀

경제정책팀

기 획 ·교 육 팀

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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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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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부원장 소개
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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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국무총리실장(장관급)
駐 OECD 대표부 대사
재정경제부 제2차관

권태신 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부위원장

T. 02-3771-0005
E. kwontaeshin@keri.org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 등 다수
전문분야

경제정책, 국제금융

학

일리노이 대학교(Univ. of Illinois) 경제학 박사

력

SUNY at Stony Brook, M.A.
연세대학교 대학원, M.A.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주요경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연구조정실장 등 다수

송원근 부원장
T. 02-3771-0021
E. wsong@keri.org

전문분야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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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ㆍ강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경제기술
조사센터」(1967년)를 확대ㆍ개편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

1980

10

198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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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2월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1984년 11월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7년 2월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
(회장 유창순)

1987년 10월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88년 2월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9년 2월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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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0년 2월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1993년 2월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1995년 2월

부원장 손병두 취임

1995년 5월

본원의 장기발전계획 「KERI Vision 21」
수립 및 CI 제작

1997년 4월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1998년 9월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으로 분리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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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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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월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2001년 4월

부원장 이규황 취임,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2003년 2월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2003년 3월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2004년 2월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4년 10월

「규제연구센터」 신설

2005년 4월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2006년 3월

「경제교육본부」 신설

2007년 3월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2007년 4월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2007년 6월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2007년 12월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2008년 3월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내 경제교육팀 신설

2008년 12월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2009년 5월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2010
2010년 12월

외교안보연구실 신설

2011년 2월

제10대 회장 허창수 취임

2011년 12월

제9대 원장 최병일 취임,
부원장 박대식 취임

2012년 7월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2013년 12월

사무실 이전(하나대투증권 8층 →
전경련회관 45층)

2014년 3월

제10대 원장 권태신 취임

2014년 5월

부원장 배상근 취임,
미래전략연구실 신설,
사회통합센터 폐지

2015년 2월

산업연구실 신설

2015년 8월

노동시장연구 T/F 신설

2016년 4월

미래전략실 및 공공연구실 폐지,
미래성장동력실 신설

2017년 3월

부원장 송원근 취임,
연구본부, 정책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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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
유주선 |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발의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 3%룰’
을 적용해 소익주주 권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가 아닌 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사로 그 지위와 권한이 상이하다. 3%룰로 대주주의 3% 초과 의결권 행사를 배

시 대주주의 3% 초과되는

제하는 것은 지주회사에도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개정안의 문제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은 주식회사의 본질과 상충
되며 이사 선임 시 지분에 따

2. 연구내용

라 주어진 주주권을 제한하

본 연구는 감사위원 분리제도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

는 것은 주주 재산권 행사를

이 검토했다. 현재 지분주의가 인정되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주식의 수에 따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

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상법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

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조치가 될 수 있고 특히 2대 주주에
대해서는 ‘단순 3%’룰을 적용하면서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합산 3%’룰을 적용하
는 것은 지분 차이에 따른 최대주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최대주주가 제2대 주주 및 제3대 주주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의결권 제한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함이나 오히려 2003년 SK
와 소버린 경영권 분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펀드나 기관투자자의 권익을 유리
하게 전개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에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지분
을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를 3%로 제한하면 3%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가 불가하게 되어
기업사냥의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작용
이 있을 수 있으니 입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했다.

3. 평가
발의 개정 상법안인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을 검토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게 한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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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근로이사제(勤勞理事制)
도입의 문제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4.)은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근
로자 이사제도 도입의 해외입법례를 소개하고 근로자 이사제 도입의 문제점과

유럽 여러 국에서 도입 중인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이사제도는 주주가치의
제고와 극심한 국제경쟁력

2. 연구내용

이 요구되는 현대 기업 활동

이사회 구성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부분으로 지배구조 중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

에 맞지 않는다. 한국은 특히

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유럽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유럽과는 노조 운영시스템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 법률에 정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에 빠진 EU국

과 기업문화가 달라서 유럽

가들은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고, 기업들은 EU주식회

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사법(SE)이 시행됨에 따라 SE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자 경영참가를 회피하는 경

에 무리가 따른다.

향이 있다. 노동이사제도는 주주가치의 제고와 극심한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현대 기업 활동, 특히 벤처기업이나 IT기업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 전통제조업이 강하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하에 은행자본주의
인 유럽의 경우에는 맞을 수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체제하의 주식시장 자본주의
인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다. 특히 한국은 유럽에 비하
여 노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고, 노동조합 운영시스템과 노
조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달라 유럽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근로자도 당연히 이사나 대표자가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재직 중 근로자로서 노
조의 대표인 이사는 다르다. 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위치에 있는데, 노조가 선
출한 이사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3. 평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인 근로자 이사제에 대해 해외입법례를 분석하고, 해외
와 한국의 실정이 다름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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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투자자의
아시아 공격과 대응방안
황재원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미국계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이 공격 대상을 삼성전자로 옮겨 0.6%의 낮은 지분율로 경영권에 개입하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이

며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글로벌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동향

한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되

을 분석하고 아시아 시장으로 공격이 확대된 요인을 살펴본다. 또 행동주의 투자

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

자의 공격 대상이 된 아시아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의 공격에 대한 대응

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차

방안을 제언한다.

원의 노력과 함께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2. 연구내용

장치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의결권을 확보한 뒤 자사주 매입, 사업전략 변경, 지배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등 아시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엘리엇
사태를 비롯하여 한국도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사정권에 들어섰다. 행동주의 투
자자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된 이유는 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시아 기업들
이 좋은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며, 이것이 지배구조 문제로 경영권에 개입하여 주
주환원주의를 요구하기 좋은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② 최근 아시아 지
역에서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 수용률이 높아진 점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요자의 단기투자성향 때문에 기업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다는 것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명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동주의 투자자
는 사내 유보금이 높은 아시아 기업에 주주환원정책 요구, 정치적 이슈인 지배
구조 개선 거론 등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에 대응
하기 위해 기업의 노력과 함께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
지배구조 규제 논의 등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다.

3. 평가
국내기업들은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한데 최근 발의된 상법개정안들은 경영권
위협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동주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
개입에 따른 부작용에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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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지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기업가정신 환경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박현성 | 연구원

기업가정신은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왔으나, GEM, GEI
와 같은 기업가정신 지수의 등장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
정되었다. 2017년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는

한국은 제도적으로 현재의

OECD 국가 기준 23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양적추구와 단기적 성과에

개선된 Asia-Pacific 그룹 국가들의 기업가 정신 지수 증가 요인을 살펴보고, 이

편중된 창업 정책에서 벗어

를 한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기업가정신의 질적 성장
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2. 연구내용

필요하며, 비제도적으로 사

2017 국제 기업가정신 지수(GEI, Global Enterpreneurship Index)에 따르면 한국

회전반에 강한 반기업정서와

의 기업가정신 점수는 '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 랭킹 역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 및

OECD 34개국 기준으로 중하위권인 23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GEI를 구

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성하는 3개의 큰 구성요소(태도, 능력, 열망)와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14개 항목
의 분석 결과 한국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
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제도부문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답보상태의 한
국과는 달리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은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통해 경제병목을 해
결하고자 하며 기업가정신 순위 또한 각각 12계단, 29계단 상승했다. 일본의 경
우 기업가정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잘 갖추었고 작년까지 한국에 비해 뒤쳐졌
으나 올해 한국보다 3계단 앞선 상위 25위에 랭크되었으며, 아시아 1위에 랭크된
대만의 경우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다. 한국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창업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
요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등 다각적 노력으로 사회 전반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나가야 한다.

3. 평가
GEI를 통해 본 한국 기업가정신을 통해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Asia-Pacific 경쟁국의 기업가정신지수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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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측정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가정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나 경제학 연구와 정책 실무에서의 관심은
미흡하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기업가정신 복원을 강조하기 시작한

기업가정신은 경제발전의 원

후 기업가정신 지수를 추정,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력이자, 한국 경제가 당면

GEM, GEI에서 평가한 한국 기업가정신 실태를 정리하고 제도 → 기업가정신 →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

성장으로 연결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별도로 추정 및

본적인 해법이다. 본 연구는

평가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기업가정신의 최근 실태에
대해 국제기관의 평가를 정

2. 연구내용

리하고 1897년 이후 기업가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의 기업가정신 국제비교를 위해 GEM, GEI에서 평가된

정신 지수를 연도별로 추정

기업가정신 실태를 정리했다. GEM은 창업 또는 기업 초기 활동에 초점을 맞춰

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지표를 추정하는데 2015년 한국은 60개국 중 37위로 중하위권에 속하며 선진국
대비 생계형 비중이 높았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GEI는 2012년 이후 ‘개인변수+제도변수’로 구성된 14개 지표를 종합해
각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추정하는데 한국은 2017년 조사대상 137개국 중 27위
인 반면 일본은 30위에서 25위로 상승하며 한국을 추월했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23위에 그쳐 기업가정신 생태계 개선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를 추정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추정 변수를 보완하고 자료의 활용성을 고려
해 최근 추세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가정신 지수를 추정해 분석한 결과 종
합지수는 1987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지수는 역대 최저수준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가정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한국경제 당면문
제 해법임을 재인식하면서 기업가정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종합처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평가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평가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한국
의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평가해 종합지수의 하락과 그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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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1. 연구배경 및 목적

김진희 | 연구원

섀도보팅제 폐지에 따라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전자투표제는 효율적이고 주주중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아직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와 관련

전자투표제의 장점이 존재하

한 해외 입법례를 분석해 도입현황을 검토하고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쟁점

나 단점에 대한 보완 없이 의

을 분석해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논거를 제공했다.

무화하는 것은 불완전한 보
완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

2. 연구내용

및 소송분쟁 위험성에 대한

상법상 전자투표가 도입된 후 5년간 전자투표를 이용한 회사는 거의 없었다. 실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는 것

제로 2015년 전자투표를 이용한 주주는 전체 0.24%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자투

이므로 개별회사의 상황에

표제의 실효성이 미약함에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자투표제가 내포한 부작용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는 규제 편의적 입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투표

한 현 상법이 합리적이다.

를 도입한 국가는 많으나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전자투표제 채택 여부를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의무화로 법제한 나라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
표 의무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해
킹, 시스템 에러, 명의도용 등 문제제기로 주주총회결의 유효성과 관련한 소송분
쟁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보안의 취약성 및 이중투표, 조작
등의 부작용이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어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주
주총회에 추가적으로 전자투표를 운용해야해 회사가 이중 업무를 부담해야한다.
또한 투표 후 수정불가, 충분한 토론불가라는 전자투표제 속성으로 인해 주주총
회결의 내용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노약자 저학력층 등은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
되어 투표기회 평등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
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을 강조했다.

3. 평가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세계적 트렌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회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대한 논
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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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박현성 |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특성, 규모, 나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 성향
에 따라 알맞은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의 신생-성장 기

신생-성장 중인 기업들이 선택한 기업지배구조 트렌드를 살펴봄으로써 성장 동

업들의 기업지배구조 특징을

력에 도움이 되는 기업지배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
라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필

2. 연구내용

요한 기업지배구조가 무엇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실리콘벨리 기업(Silicon Valley 150 Index 기

지 생각해 본다. 보고서는 차

업-SV 150)과 상장 대기업(S&P 100)의 지배구조 트렌드를 비교하면 여섯 가지

등의결권 도입, 이사회 구성

주요 특성이 발견된다. 첫째, 새로운 혁신 기업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사례

원의 다양성 제고, 행동주의

가 증가하여 2016년에는 약 11.3%의 SV 150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둘째, 규

투자자에 대한 방어권 구축

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사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기업 비율이 높다. 셋째, 모

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든 기업들에게서 이사 과반수투표제(절대다수 대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넷째, 경영진과 이사진이 일정량의 주식을 특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주식 보유 가이드라인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다양한 인종, 성별, 국적의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주주행동주의에 의해 경영 위협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SV 150기업들 중 규모가 큰 15개 기업의 경
우 주주행동주의에 의해 경영권 공격을 받은 경우가 73.3%에 달했다.

3. 평가
실리콘벨리의 혁신 기업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지배구조를 생각해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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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기주식 논의 동향과 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전 정부부터 현재까지 자기주식과 관련된 국회 계류 법안은 처분시에도 신주
발행절차(상법 제418조) 준용, 인적분할시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배정 불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규정

는 이 두 가지 주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

2. 연구내용

연구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시에도 신주발행절차(상법 제418조)를 준용하라는 상법 개정안은

검토하였고 상법 개정이 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미발생주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인식

론적, 실무적 혼란만 가져올

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미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이

것이 명확하다는 결론을 내

는 법정 신주인수권의 인정과 관련이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회사법 및 모범사

렸다.

업회사법처럼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거나 현행 상법상 주주의
법정 신주인수권을 제거할 계획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법개정은 무리라 판단
된다. 다음으로 인적분할시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할 수 없다는 개정안의 논리는 회사가 보유하는
타회사의 주식은 지배주주 주식이라는 착오에 근거한 것이다. 인적분할시 자기
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경우 총수 지배력이 확대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상법을 개정하면 자기주식에 대한 법리에 혼란을 가져
오면서 기존의 판례 및 법인세법과 상치되고 자기주식실무처리 등에 혼란을 가
져오면서, 인적분할의 유인이 없게 된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되고 지
주회사체제전환 및 소액주주 보호와 배치된다.

3. 평가
자기주식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계류 법안의 동향을 분석해 한계점 및 발생 가
능한 문제를 미리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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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기
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소득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재분배, 노동환경 변화 측면에서 대표적인 음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기본소득제는 현행 복지제도

Tax)와 보편적 기본소득제(UBI: Universal Basic Income) 제도를 실증적으로 분

를 그냥 두고 도입되는 또 하

석하고 현행 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나의 복지제도에 불과하여
기본소득제의 근본취지에 어

2. 연구내용

긋나고, 노동공급 감소, 소득

현행 복지제도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만으로 재원충당이 가능한 토빈의 NIT를 제

재분배 악화, 재원낭비라는

외하고는 모든 제도가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UBI를 도입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하면 심각한 재원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1분위 계층에 속하

높다.

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은 프리드먼 NIT 1,928만 원, 토빈 NIT 642.7
만 원, 머레이 UBI 2,534만 원, 스페인 UBI 2,930만 원으로 추정된다. 프리드먼의
NIT가 도입되면 약 21.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부족한 반면 토빈의 경우는 4.1조
원의 재원이 남을 전망이다. 머레이 UBI가 도입되면 모든 현행 복지제도를 폐지
해도 73.1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스페인 UBI의 경우 약 65.2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모든 기본소득제가 직접적으로 소득재배분에 기여할 전망이지
만, 근로 역유인 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며, UBI는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 역유인 효과는 NIT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UBI의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행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대체한다는 기본전제가 엄수
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노동공급 감소, 소득재분배
악화, 재원낭비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평가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현행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대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필요재원, 소득재분배, 노동의 역유인 효과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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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박정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치권에서는 경기침체의 돌파구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
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2013년 ILO 보고서를 중
요한 근거로 언급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논리적인 비약과 불완전성이 존재하

소득주도성장론은 논리적인

고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주도

비약과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성장론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실

인과관계가 학계에서 실증적

증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실

2. 연구내용

증분석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과 실증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임

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 효율임금이론, 포스트케인지안 수

금인상과 성장 간 관계에 대

요주도 성장모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불완전하다. 소득주도성장론에

해 실증분석을 제시했다.

대한 이론적 검토 중 수요체제에 대한 검토 시 투자가 기업입장에서 최적화 행
동의 결과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부합성이 미흡하며, 전체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저축성향이 다르다는
가정은 상당히 임의적이라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생산체제의 경우 임금인상
이 총수요를 늘린다는 면은 강조하나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으로 분석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실증문헌을 검토한 결과 분석에서 중요 변수의 누
락으로 편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금인상이 국내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영세 및 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도산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
며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 유효성 검토를 위해 실증분
석을 한 결과 이전 문헌에 누락된 중요변수를 추가해 다시 추정할 경우 실질임
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
제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3. 평가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 및 실증적 근거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실증분
석을 통해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27

ANNUAL REPORT

일본의 저성장 원인과 시사점:
생산성 저하를 중심으로
김영덕 | 부산대학교 교수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우리경제가 과거 일본의 전
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저성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비생산적 자본의 구입과 보

있지만, 생산성 둔화가 저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를 가능케 한 일본 기업의

일본 경제의 생산성 둔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토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배구조, 종신고용제와 연

있다.

공서열제 등의 경직적 고용
구조, 기업의 비효율성 제거

2. 연구내용

에 실패한 정부 정책 실패 등

일본은 기업의 외연 확대에 비중을 둔 경영자의 경영방식으로 인해 비생산적인

이 생산성 저하와 함께 일본

자본의 구입과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고용을 가능케 하였다. 1990년대 들어

저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자본의 수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이 지속되는 것

꼽힌다.

은 자본축적의 의사결정, 즉 자본재 구매의 투자 의사결정이 수익성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고용구조는 1990년대 초반의 버블붕괴 이후 기존
의 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 일본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기업별 노동조합제 등은 1990년대에 들어 사양
산업에서 상승산업으로 또는 비효율적 기업에서 효율적 기업으로 노동이 이동되
는 것을 저해하였다. 또한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핵심생산연령층이 되는
기간은 1985~95년 기간으로 핵심생산연령층의 고령화도 생산성 저하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일본의 저성장 경험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무엇
보다도 기술적 능력이나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갖추고 있더라도 새로운 환경
에 대한 대응이나 적응을 하려는 수용적 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산성 증가
는 멈출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대 형성에 혼란을 주고 일관성
이 결여된 정책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실패한 정부정책이 일본 저성장과 생
산성 둔화에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3. 평가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 등의 경직적 고용구조, 노동시간 단축, 정부정책의 실
패 등이 일본의 생산성 저하와 저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제고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우리
나라에게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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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시장 내 차별적 과세표준의
비경쟁적 효과
이기환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주류는 수입과 국산에 상관없이 종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수입맥주의 과세표
준은 수입단가인데 반해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이다. 이로 인해 주류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관리비에 대해 국산 맥주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

본 보고서는 수입맥주의 점

다. 현 맥주 시장에서는 수입 맥주의 점유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차별적 과

유율이 증가하는 현상의 한

세표준이 맥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원인으로 수입맥주와 국산맥
주의 차별적 과세표준에 주

2. 연구내용

목하여, 차별적 과세표준의

보고서에서는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인한 경쟁 효과를 두

영향으로 국산맥주가 높은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수입맥주와 국산맥주가 동일한 수요와 유통

출고가를 가지고 이로 인해

비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차별적 과세표준 하에서는 국산맥주의 출고 가격이 더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높을 수밖에 없다.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국산맥주는 세금을 더

분석하였다.

많이 내게 되고, 이로 인해 소매점으로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국산맥주의 출고가가 높아지게 되면 낮은 가격의 해외맥주로 수요가 몰려 국산
맥주의 점유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둘째, 높은 소매점 공급 비용은 소매점의
맥주 상품묶음(bundle) 구성에 있어서 국산맥주를 소외시킨다. 현재 소매점에서
는 수입맥주 캔을 4~6개씩 상품묶음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 상품묶음 판매 시
에는 맥주 캔 하나에 대한 단가를 할인해 주어야 하는데, 국산맥주의 경우 소매
점 공급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할인이 어렵다. 국산맥주가 소매점의 맥주 캔
상품묶음에 포함되지 못해 해외 맥주가 점점 더 소매점에서 더 많이 팔리게 되
므로 해외 맥주가 국산맥주를 대체해 가는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

3. 평가
선호 측면에서 국산 맥주의 점유율 잠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여 산업구조
(조세) 측면에서 국산 맥주의 점유율 잠식 현상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주
세 제도 개선에 대해 함의를 가진 보고서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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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변양규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최저생활비를 지급하
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안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재분배

으로 제시된 안심소득제(박기성·변양규, 2017)의 소득불균등 완화 정도를 가계

를 위해 제기된 기본소득제

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의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하고 소득불평등 완화

2. 연구내용

효과를 분석했다. 소요 예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 규모를 추정한

대비 소득불균등 완화에 미

결과, 연간 약 37조 3,02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하나당 평균

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안

적으로 연간 456만 원, 1인당 169만 원을 지원받는 수준이다. 또 지원 받는 가구

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

에 속한 인구는 약 2,2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3%에 달했다. 한편 안심소득

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

제로 대체되는 각종 사회수혜금 절약분을 감안하면 안심소득제의 순 예산은 24

타났다.

조 8,529억 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 안
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안심
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측
정 지표인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의 경우 2015년 0.332 수준이었는데, 안심
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0.250으로 0.082 포인트 하락(24.7% 개선)했다. 반면 같
은 예산을 기본소득제에서 분배했을 때 지니계수는 0.285로 2015년 0.332 대
비 0.047 포인트 하락해 14.2% 개선되는데 그쳤다. 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5년 현재 13.1%인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7.9%까지 하락했다. 반면 기본소득제를 통해 분
배할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12.4%로 하락해, 25조 원에 가까운 순예산을 투입하
더라도 안심소득제에 비해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가 미미했다.

3. 평가
지니계수, p90/p10,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율 및 DER 양극화 지
수 등 여러 면에서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소득 불균등 완화효
과를 보임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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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
이진영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복지 재정수요의 증
대와 재정 수입 감소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복지정책 수단
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현행 복지지출정책 중 빈곤율 감소에 가

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EU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고, 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를

바람직한 복지지출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분석한 결과, 선별적 현물급
여액이 빈곤율 감소에 가장

2. 연구내용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나

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2007~2014)를 바탕으로

타났다.

선별적 복지지출액(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
는 복지지출)과 보편적 복지지출액(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복지
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빈곤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 EU 기준) 외에도 체감 빈곤율인 주관
적 빈곤율(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비율)도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별적 현물지원정책이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30.4%p 감소하고, 특히 선별적 복지지출 중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p 감소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은 상대
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편적 현물지원액의 경
우에만 증가 시 주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인구고령화, 저성
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
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야 한다.

3. 평가
본 연구는 복지재정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빈곤 완화를 위한 효율적 복지
지출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복지정책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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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혁신 역량의
제고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흐름에 역주

주요 국가별 R&D 상위 50대

행하며 민간 R&D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의 R&D 집약도와 R&D

R&D 투자 및 조세지원제도의 실태 및 특징을 외국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정책적

투자 한 단위 당 조세지원규

시사점을 도출했다.

모 분석결과 한국은 선진국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내용

GDP기준 통계로 민간 R&D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기 위해 전 세계 주요국들은 민간 R&D 지원을 확대하

규모와 조세지원이 충분하

며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려 노력중이나 한국은 2014년과 2016년 세제개편을 통

다고 보는 것은 착시에 불과

해 오히려 R&D 조세유인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에는 GDP 대비 R&D 조세지원

하다.

규모를 사용해 R&D 지원 규모를 파악해왔고, 여기서는 한국의 민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총액이 비교대상국 중 1위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GDP 대비 R&D 비
중이 높으면 GDP 대비 조세지원규모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통계적 착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R&D투자와 관련해 받은 조세지
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R&D 상위 50개 기업의 R&D 집약도와 R&D
투자 한 단위 당 조세지원규모를 비교해 민간 R&D활동과 조세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충분한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한국의 R&D 집약도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뒤쳐져있고 R&D 투자 한 단위 당 세액공제 받는 조세지원 비중은 미국, 일본보
다는 높으나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기업의 R&D 투자가 증가되어야하고 R&D 조세유인을 낮추는 한
국의 정책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3. 평가
거시지표가 아닌 기업 자료를 분석하여 R&D 정책방향이 올바른지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R&D에 대한 조세유인을 낮추는 것은 통계적 착시에 의한 역주행 측
면이 강하다는 것을 밝혔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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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임동원 |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금은 최근 증가추세지만 그간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해왔으므로, 배당되지 않은 사내유보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내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U-turn시키는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

것도 좋지만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

접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상황상 국내 경제(투자 및 고
용 등)가 활성화되려면 해외

2. 연구내용

진출기업의 투자소득이 국내

과도한 해외유보는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못해서 연구개발

로 송금되도록 촉진하는 선

이나 고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

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문에 우리나라가 굳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소득, 특히 사업과 관련된 배당소득

데, 그 유인책으로서 해외배

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해외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한다면 해외유보소득의 봉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
(稅)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설계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과 맞도록 10%로 낮추어야 한다. 그
리고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CFC세제(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평가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조세체계를 고수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 및 국
외 유출을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세수입의 감소
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적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환기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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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임동원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2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원천
지주의 과세 도입 등을 통해 해외유보된 자본을 국내로 유입하게 만들고, 이에

트럼프 정부 세제개혁안의

따른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특히 2조

핵심은 기업의 국외소득에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대책으로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을 선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

택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

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한다

용하고 있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2. 연구내용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리나라는 미국, 멕시코 등과 함께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주지주의 과세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

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외

지주의 과세가 더 적합하다.

유출을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및 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
로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볼 때 2016년 기준 약 91
개 국가, 특히 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들이 법인과세상 원천지주의 과
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
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
가적인 세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 거주지주의 과세로
전환하였다가 국제경쟁력의 상실 때문에 2009년 다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
하였고, 제도 전환 전보다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비율이 56.4%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 후 해외내부유보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 평가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제개혁안 등 국제적 동향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검토를 통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 등 조
세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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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법인세 정책과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선진 복지국가들은 성공과 실패를 거치면서 복지재정의 수준, 부담수준, 재원조
달 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리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들에

에 치우쳐 복지를 확대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된 특

이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유형별로 나누고 복지지출의 추이, 세입구조 변화,

징은 법인세수입 비중이 낮

세목별 세율변화 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고 소비세수의 비중이 높다
는 점이다. 세제를 통해 형평

2. 연구내용

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남유럽 국가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1990년을 기점으로 복지재정의 규모의 증가

는 점을 인식하고 효율성을

세가 둔화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영미형과 북유럽형 국가들은 사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정

보장기여금보다는 일반조세에 대한 의존성이 큰 반면,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들

책을 운영한다는 반증이다.

은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유형의 국
가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고 개
인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인세율 최고세율
을 인하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로 우리나라 24.2%에 비해 2.2%p 낮은 상황이다. 2005년 이후 영국
은 10%p, 캐나다는 7.5%p, 독일은 8.7%p, 이탈리아는 9.4%p, 스페인은 10%p 인
하하였으며, 일본도 9.6%p 인하하였다. ‘자본유치-국내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법인세 인하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복지지
출의 확대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라
는 것이다.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법인세수
입 비중이 낮고 소비세수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3. 평가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향후 복지재정의 규모와
재원조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35

ANNUAL REPORT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 정부가 재원조달방법으로 ‘서민감세-부자증세’를 표명하면서 ‘복지는 공짜,
세부담은 부자들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복지확대 요구를 통제하는데

이 만연할 때 복지확대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조세정책은

실패한 남유럽과 재원조달에

비정상적으로 흐르기 쉽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복지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

않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복지재정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적정규모와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2. 연구내용

정확히 밝히고 합의를 이뤄

본 연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들과의 격차를 고려하여 복지재정 규모

야한다.

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영미형 복
지 지출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후 2035년까지 일본의 지출수준을, 203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60년에 북유럽형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복지에서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현재 18.5%에서 점진적으로 인
상하여 2060년에 25% 내외로 유지할 수 있어 우리경제가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
조세부담률을 통제할 수 있다. 필요한 재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조달해
야 하며,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과세
자비율을 확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텍스갭 축소를 통해 조세포착률을 확대
해야 한다. 세입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세율인상이 필요하다면 소비세-소득세-부가가치세
순으로 인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3. 평가
조세·재정정책이 인기 영합적으로 결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담-복지수준’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복지재정
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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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임동원 | 부연구위원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현재 그 효과 조
차도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제도의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 기업소
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다면 기업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

2017년 세법개정안의 투

므로, 현행 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과 위헌성 검토를 통해, 동 제도

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실

의 실질적인 연장으로 판단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

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출하려 한다.

헌 소지도 있는 기업소득환
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2. 연구내용

것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

2015년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

생할 것이고, 기업소득환류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로

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

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위헌

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

소지도 있다. 2015년도 실적치를 보면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

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

흡하여 가계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세수가 469억 원 이상 추가

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도

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었다. 또한 동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입은 적절하지 않다.

중 수단의 적절성과 법익의 비교형량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2017 세법개정안
에서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여 3년간 한시 적용한다고 하였다. 정
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문제되었던 배당ㆍ투자(토지분) 제외, 법인세율 인
상 구간과 동시적용 방지 등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논란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 제도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실효성이나 위헌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
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3. 평가
글로벌 조세경쟁 시대에 세금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만 자국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적 추
세에 역행하고 국내외로 유례가 없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한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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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임동원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나 요건 완화를 위한 세
법개정 시마다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

독일 가업상속공제의 동향과

움이 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 하에서는 기업승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입

로,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법목적을 고려할 때 상속기

자 한다.

업 및 일자리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

2. 연구내용

을 두고, 제도의 적용대상을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4년 말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6년 개정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보다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이

것과 그에 대한 고용유지 요

엄격하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의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공

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제가 독일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

선될 필요가 있다.

함을 말하는 것이다. 상속기업 및 일자리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
점을 두고,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대규모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필요성 심사를 그 요건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전체 중견기업에
필요성 심사를 해서 상속세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기업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
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
는 공공복리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은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상속세는 중소ㆍ중견기업
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 선순환을 위해서 완화하거나 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3. 평가
높은 상속세율과 제한된 가업상속공제제도 하에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장기
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할 수 있는 상속세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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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청년취업의 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취업교육 및 취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유진성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하며 연간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치를 갱신하였다. 2017년 들어서도 월별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

전공 선택 시 장래의 진로 및

다. 이러한 현안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들의 취업 결정요인들을

취업을 사전적으로 고려한

분석하고 이로부터 향후 대졸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

보았다.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
들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2. 연구내용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고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발견한 사실들은 다

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교육

음과 같다. 먼저 전공 선택 시 장래의 진로 및 취업을 사전적으로 고려한 학생

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

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는 것으로 사료된다.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약 2.6~2.7% 포인트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대학 졸업
후 취업 가능성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체험 프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
할 확률이 약 1.7~1.8%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대학에서 대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의 경우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대졸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교육
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
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교과목은 현장중심 교육으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평가
대졸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중등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교육
확대 및 강화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40

2017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백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정재원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각국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상 핵심적 요
소인 투자와 고용 확대 방안 마련에 부심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비용에 따
른 기업의 동태적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동태(Dynamic) CGE 모형을

시장규제 정도에 있어 국제

개발하여 한국 데이터에 캘리브레이션 된 모형을 바탕으로 규제비용이 기업 투

적으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

자와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Transitional dynamics)를 계량적으로 분석

는 한국 경제에 있어 규제비

하였다.

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
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2. 연구내용

동태(Dynamic) CGE 모형을

50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연구 결과,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 규제비용을 50% 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생산

소 시 50년 후 전체 투자 및 자본스톡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 포인트

세 감소 효과와 비교해 보았

더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 산업부문 생산세를 동시에 50% 감소할

을 때,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경우 50년 후 전체 투자 및 자본스톡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 포인트

투자 촉진, 실업률 감소 효과

더 증대되어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투자 촉진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

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

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용 효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부문 전체 규제

었다.

비용 50% 감소 시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 산업부문
생산세를 동시에 50% 감소할 경우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
비 0.47% 포인트 하락하며, 생산세를 70%까지 감소시킬 경우에야 제조업 부문
규제비용 50% 감소 효과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실업률이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6%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의 개별 기업군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비용 절감의 중/장기적 투자 및 고용 촉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평가
한국 경제에 있어 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투자 촉진 및 실업률 감소의
파급효과가 매우 큼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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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윤상호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직장의 안정성이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의 특성으로 부각되며 공무
원 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

이 대졸 1년 후 취업자의 연소득과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된 공무원의 보수 체계에 따

공무원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선호도를 상승시킨 배경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부

라 인적 자본의 배분이 정

작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부에 치중되고 있음을 분석
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2. 연구내용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혁신임

대졸 1년 후 연소득에 근거해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을 산출한 결과 민

을 인식해 정부의 보수 체계

간 기업체 취직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정부 취직자에 비해 최대 약 7억 8,058

를 조정하고 성장에 친화적

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은 민간

인 인적 자본 분배를 모색해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갖지만 정부 취직

야 한다.

에 성공한다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에 더불어 금전적 측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
해 선호될 수 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원동력
이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혁신이며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 경우 민간 시장
의 혁신은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분배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취업 준비생도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자의 정부 취업
율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를 대비해야 한다. 7·9급 및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은 퇴직 전 누계 소득
을 대폭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삭감
시킬 수도 있다.

3. 평가
공무원 시험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관심이 직장의 안정성뿐만 아닌 금전적 보상
측면에서도 존재하며 시장 혁신과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
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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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
유진성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임금격차에 대한 관심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경력
연수, 근로시간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른 특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있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격차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를 검토하였다.

것처럼 증가하는 추세는 아
니며 2016년 차별적 임금

2. 연구내용

격차는 오히려 2009년과

분석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증가하는

2010년보다 낮은 수준인 것

추세는 아니며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23.3만 원으로 2009년 28만 원, 2010

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차

년 24.7만 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의 경우로 한정

별적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하면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매우 낮은 수준인 8.4만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

오히려 차별적 임금격차는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요가 있다.

Oaxaca and Ransom(1994)의 분해식을 이용하여 요인분해를 수행한 결과에서
도 2016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총임금격차의 14%에 불
과하며 2009년(19.4%), 2010년(17.3%), 2012년(14.03%), 2014년(14.5%)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기준 비차별적 임금수준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은 제조업(8.4만 원, 총임금격차의 5.2%)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248만 원, 총임금격차의 67.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을 포함
한 특별급여에서의 차별 개선, 산업별 맞춤형 차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향후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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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우광호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 특성에 따라 업무와 근로형태가 다른 만큼 근로시간도 산업 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서 산업별 고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많은

려는 누락되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하여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는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
과 숙박·음식산업으로 나타

2. 연구내용

났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한국 장시간 근로의 심각성은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를 줄이

입안하기에 앞서 산업별 상

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

이한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안이 가장 유력해

논의가 필요하다.

보인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산업
의 특성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고려해야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산
업별 근로시간 현황을 분석하여 근로시간 단축 정책 입안 시 산업별 특성을 고
려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타 산업에 비해 길고 초과근로시간
이 적다는 공통된 특성을 보였다. 반면,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 전기·가스·
수도산업, 그리고 전문과학 산업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별
로 상이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3. 평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근로시간 단
축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 정책 입안에 큰 도움
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44

2017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백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진영 | 부연구위원

최장 실근로시간, 저출산율 등을 근거로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입
법 규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근로시간제도 개선으로 인
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은 알려진 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14년

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년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업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근

무량 수준, 근로시간 변경 희망 여부,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 희망 여부 등에 대한

로자 대다수가 근로시간 단

근로자 인식을 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축이나 출퇴근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았고, 또한 대부분

2. 연구내용

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

본 연구는 KLIPS 17차년도 부가조사인 ‘시간사용과 삶의 질’ 조사를 이용하여 전

제 전환보다는 시간제 근로

체근로시간 대비 업무량 수준, 근로시간 변경, 출퇴근 시간 변경 등 근로시간에

유지를 원했다.

대한 개인 근로자의 실제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개인 근
로자들은 업무량 수준이 적절하고 현 근로시간에 만족하며 근로시간 단축 혹은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취업자의 대다수가 출퇴근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았
으며,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전일제 전환이 아닌 시간제 일자리 유지를 원
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일자리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인정하였으나, 절반 이
상이 본인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정작 논
의의 핵심인 개인 근로자의 인식과 반대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은 근로자 개인의 인식과 일자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규제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실제 근로자의 인식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
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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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별 고용제고효과 및 시사점
이진영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7년 7월과 10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일자리정책 5년 로
드맵’을 연이어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으나, 관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

정책 시행을 통해 과연 고용이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

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연구

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과제 속 노동시장정책의 고용제고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의 메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정한 결과, 민간부문 고용
보조금 정책이 구직지원서비

2. 연구내용

스나 직업훈련 정책에 비해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을 메타분석한 Card, Kluve and

고용제고효과가 더 우수하다

Weber(2010, 201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는 분석이 나왔다.

이 시행될 경우 각 정책이 개인의 고용확률을 얼마나 제고하는지에 대한 추정치
를 정책유형별로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여 문재인 정부
일자리 관련 정책의 고용제고 가능성에 대해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
련 정책을 민간부문 고용보조금 정책, 구직지원서비스 정책, 직업훈련 정책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 고용보조금의 고용확률 제고효과가
직업훈련과 구직지원서비스 정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
문 고용보조금 정책은 정책 시행 후 2~3년 후인 중·장기 효과가 다른 정책에
비해 우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직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정책이 다수를 이루었던 반면, 정
책 효과가 큰 민간부문 고용장려금 정책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
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확률 제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고용
보조금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3. 평가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의 고용제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고용제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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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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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한국인의 역량과 교육개혁
이주호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 연구배경 및 목적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가 요구하는 자기주도 학습역량,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소통기반 협력역량 등의 역량들이 암기식 및 주입식의 입시위주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

교육 체제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

는 역량들을 우리나라 학생

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을 우리나라 학생과 성인이 얼마나 갖

과 성인이 외국에 비해 얼마

추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개혁 정책 및 제도 개혁에 대한 구

나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였

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러한 역량을 고양시키
기 위해 주입식 및 암기식의

2. 연구내용

교육에서 탈피해 프로젝트학

제4차 산업혁명은 많이 아는 것만 추구하는 표층학습 능력으로부터 많이 알면

습과 수행평가와 같은 새로

서 동시에 깊이 알고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심층

운 교수학습방식으로의 전환

학습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자

이 필요하다.

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성적은 높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나 성취동기와 인내력, 즉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OECD에서 실시한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의 자료를
이용해 한국인의 수리력, 언어능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이 연령이 높아질수
록 빠른 속도로 낮아진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기주
도 학습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기 주도적 학
습능력이 중요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정책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입식 및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프로젝
트학습과 수행평가와 같은 새로운 교수학습방식으로의 전환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3. 평가
OECD의 PISA와 PIAAC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행 입시위주 학습방
식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고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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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역량과 발전방향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 철 | 상명대학교 교수
정태현 | 한양대학교 교수

미래형 혹은 스마트 자동차 산업은 ICT기술과 자동차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변되는 스마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심층적 기술 분석이나 종합적인 연구가 국내에서는 미흡한

스마트 자동차 산업과 관련

실정이다. 이에 스마트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특허자료를 분석해 스마트 자동차

한 특허 자료를 이용해 우리

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정부의 신산업 촉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나라 기술 특허의 질적 수
준이 낮음을 분석했다. 기

2. 연구내용

술 역량의 확보를 위해 핵심

스마트 자동차 산업은 산업발전 초기에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향후 추격이 매우

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인센

어려운 특성을 가진 산업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자동차 산업을 5대 기술 분야

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

및 13개 세부 기술 분야로 구분해 출원 특허의 수와 기술수명주기에 근거한 특

안과 시험인증 기준 제정 및

허의 질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수명주기가 점차 증가하는 추이가

제도적 정비를 병행해 추진

나타나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과거의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해야 한다.

이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원천기술은 동력전달장치 중심의 자동
차 고유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측정이나 컴퓨터 기술영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 특허 출원 수는 세계 2
위 수준이나 인용 정도를 고려한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진해 원천기술의 확보
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의 선도기업을 추격
하기 위해 우리나라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 개발 전략에 대한 재정비를 통
해 보다 많은 원천 기술 관련 특허의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 특히 정부 부처 간,
부처와 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무인 자동차 운영 관련 규제 등의 정비를 통해 스
마트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3. 평가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의 양적인 측면과 절
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향후 무인 자동차 등의 상용화를 통한 산업적 발전
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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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김영신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래의 설립목적이 규정
되어 있으나, 때때로 본래의 목적과 기능 외에도 조직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사

공공기관의 사업은 정부의

업에 뛰어 들기도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자회사의 사업이 민간

지원을 받아 운영되므로 그

영역을 침해하여 시장경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경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이

2. 연구내용

잘 하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고, 공공기관은 본연의 공공

78개, 기타공공기관 193개 등 총 295개의 공공기관이 있었으나, 2016년 6월말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여 비

기준 323개의 공공기관으로 증가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수도 마찬가지로 2005

효율을 제거해야 한다.

년 313개에서 2015년 402개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
동을 하고 있다. 방송, 통신, 의료, 부동산, 에너지, 금융, 보험,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자회사와 출자회사들이 진출해 있는데, 공공기
관은 사업승인, 재정지원, 규제, 조세 등 측면에서 민간 기업에 비해 우월적 지위
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 OECD 공
기업 가이드라인 관점에서도 한국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자회사가 경쟁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원칙 도입 및 통제기제의 제도화 등 공공기관 신
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을 엄밀하게 갖출 필요성이 있다.

3. 평가
공공기관의 규모와 시장참여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분석하고, OECD 공기업 가
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민간경제 위축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중
립성을 보장하는 원칙이 필요함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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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매시장 자율화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의 변화와 영향 분석
: 해외 전력소매시장 개방 사례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김영산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국전력의 수요독점 상황인 우리나라 전력 소매요금 결정제도의 문제점들을 극
복하고 효율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소매시장 경쟁도입
논의를 위하여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전력소매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전

장 자율화가 가져올 변화를 예측한다.

력소매시장 개방이 전력요
금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다

2. 연구내용

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매경

미국, EU, 일본 등 전력소매시장 개방을 도입한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 소

쟁 도입으로 인하여 green

매경쟁을 도입하고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증거를 찾

pricing과 같은 요금의 다양

을 수 없다. 반면 소매경쟁을 도입한 국가나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다양해지고 특

성이 확보되고, 연료가격 하

히 도매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동적 가격의 도입이 증가한다

락 등 도매시장 상황을 더 잘

는 점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유일한 소매판매업

반영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

자로서 소매부문에서 판매경쟁이 없을 뿐 아니라 도매시장에서 구매 경쟁도 없

를 찾을 수 있었다.

는 완전 독점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요금결정 원칙은 총괄원가제로서 비
용이 그대로 요금에 전가되므로 구매비용 절감에 대한 유인도 약한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우리나라와 전원구성의 유사성과 계통고립 정도가 높은 일본과 영국에
서도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통하여 다양한 요금제와 green pricing의 보급 확
대 등 경쟁의 순기능을 경험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력
소비 비중이 아주 낮기 때문에 소매경쟁을 도입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도 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경직된 요금결정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매
경쟁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3. 평가
우리나라와 전원구성이 유사한 일본과 영국에서도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통하
여 전기요금의 다양성과 동적 가격을 경험한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현재
의 경직된 요금결정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매경쟁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함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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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태규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혁신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
고 있다. 따라서 근래 들어 OECD 주요국에서는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정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저조한 우리나라 서비스산

R&D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

업 R&D 활동이 OECD 기준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8.1%로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의 정상 수준에 얼마나 미달

낮은 편이며 이 비중은 수년 째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개선이 시

되는지를 제시하여 그 심각

급한 상황이다.

성을 환기시키고 서비스산업
R&D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2. 연구내용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하였다.

규모와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정상 수준의 서비스 R&D 비중은 33.2%로 추정되
며 실제 비중인 8.1%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서비스 R&D 비중이
1%p 증가 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최대 0.19%p 증가한다는 추정치를 얻었
으며 이는 4.4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비스 R&D 활성화의 모멘텀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책들
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R&D가 현재 R&D 지원제도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 무엇보다 서비스 R&D의 특성 상 R&D활동의 식별이 쉽지 않으므로 서
비스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 R&D를 촉진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
를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
낮은 생산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산업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R&D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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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에 따른 국내에너지기업
사업 참여 가능성 검토
1. 연구배경 및 목적

유승직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이
아시아 개도국 인프라 투자 수요를 확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민간기업 차원
에서의 개도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그동안 발전건설을 비롯한

목적은 AIIB은행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개발사

에너지 사업의 해외 참여가

업의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

분석하는데 있다.

나, 단순 건설운영 중심의 사
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부

2. 연구내용

가가치 기술을 접목한 건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

지분참여 및 개발 수익까지

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수요 감소를 상쇄할 수

향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외

있는 새로운 수요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중국내 지역 간의

연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 불균형 완화를 통해 강인한 국내 경제력을 구축하며, 에너지 자원의 안정
적 확보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공고화하는 한편 위안화의 국제화와 주변국에 대
한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중국파키스탄 경제 코리도어(CPEC)와 뱅글라데시-중국-인도-말레이시아(BCIM) 경
제 코리도어를 꼽을 수 있다. China Development Bank(CBD)는 일대일로 계획
에 의해 이미 추진 중인 주변 협력대상국들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가 64개국에
걸쳐 900개가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
는 8,9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는 송배
전망 및 가스관 건설 사업이며, 그 다음으로는 수력 및 화력 발전소 건설 및 시
설 개선을 통한 발전능력 확대, 석탄, 가스 등 전통 에너지 개발 등의 순으로 분
석되고 있다. 장기 투자기간으로 인한 투자 기업의 유동성 및 금융조달 문제, 정
치적·사회적 불투명성 등의 상존하고 있는 위험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3. 평가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개도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
지 못하다.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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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산업 패스트트랙
법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임동원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인 ICT 융합신산업 활성화라는 큰 명제 하에서 신속처
리ㆍ임시허가 제도(패스트트랙 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활용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 ICT

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재고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스트트랙 제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임시허가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유사

도입하였지만 그 활용도가

한 목적의 타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흡하므로, 패스트트랙 제
도는 걸림돌이 되는 법적 장

2. 연구내용

애물을 제거하고 유사한 국

패스트트랙 제도는 제도상 걸림돌이 되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유사한 국내

내외 제도의 장점을 받아들

외 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여 ICT 융합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다음과 같

여 ICT 융합 활성화라는 취

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첫 번째, 신속처리 제도는 ICT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요

지에 맞도록 재설계되어야

건과 소관 업무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요건은 ‘허가 등을 받지 못

한다.

하는 경우’에 장기간의 결정 보류를 포함하고, 허가 등의 불분명한 판단 주체를
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소관 업무의 판단은 1차적으로 미래부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임시허가 제도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
상의 확대 및 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고, 임시허가 후 신규 기술ㆍ서비스에 대
한 후속절차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가 부적합하
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등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리기간이 지침상 1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일본 기업실증특례제도의
30일보다 지나치게 길어 그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며, 임시허가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늘리고, 임시허가 시 의무
적으로 본허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 절차를 시작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워야 한다.

3. 평가
본 연구는 ICT 특별법상 패스트트랙제도라는 ICT 융합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
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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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유경진 |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
면해주는 제도로 R&D 성과 확산, 법인세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다국적 기업 투
자 유치, 지식재산의 자국 내 이전 등을 위해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주요국

시행되고 있다. 주요국의 특허박스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특허박스 제

에서 시행 중인 특허박스 제

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도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특허 수 증가 등 국가의 전반

2. 연구내용

적인 혁신성 제고에 기여한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0.8%(미도입국:

것으로 평가된다. 지식기반

-8.0%), 혁신지수 평균은 0.541(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6 기준, 미

산업의 육성을 위해 우리나

도입국: 0.430)로 미도입국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라 역시 특허박스 제도를 도

특허박스 제도 도입 전보다 도입 이후 양도된 특허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입해야 한다.

다. 이는 특허박스 제도가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법인세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식기반 기업 및 지식재산 이전
을 유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허박스 도입이 기존 R&D 세액공제와
중복되며 도입 이후 법인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 제도는 목적성이 상이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제
도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제도 간 중복 지원 논란은 제도에 대
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단기적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는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분을 특허 기반 수익으로 보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위해 혁신주체가 혁신의 성과를
충분히 전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특허
박스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주요국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혁신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특허박스 제도를 소
개하고 우리나라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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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검토
양금승 |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16년간(2001∼2016년)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 분석을 통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U턴 가능성과 고용창출효과를 검토하고, 국내로 이미 복귀한

지난 10년간('05∼'15) 제조

U턴기업(30개사)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미국·일본의 U턴기업 지원정책의

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의 U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면서 투자여력 감소로 국내

하고자 한다.

설비투자 중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등 국내투자의 부

2. 연구내용

진요인이 되고 있다. U턴기

금융위기 이후 중국 등 현지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 생산의 이점이 약화되자 미

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검

국, 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 제조업 부활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세

토하여 해외투자를 국내투자

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복귀(U턴)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해야

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3.8월)하여 U턴기업에

한다.

조세감면, 자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나 2016년 말 현재
36개의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의 U턴 사례는 전무하다. 한편 2000년대 이
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의존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산업의 공
동화 현상과 일자리 감소 등을 야기했다. 고용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해
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임금 수준 완화, 노동시장의 경
직성 해소,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U턴을 촉진해
야 한다.

3. 평가
200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한국 U턴기업 지원정책 현
황을 지적하고, 미국·일본 U턴기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및 한국기업의 U
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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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김현종 | 연구위원

트럼프 정부는 무역통상정책, 이민정책, 조세금융제도 변화, 에너지정책 등을 급
속히 변화시키는 가운데, 규제관리시스템과 조직을 신속히 개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비교, 성과예측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트럼프정부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총

의 규제관리시스템(TFOR)과 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정책을 검토하고 한국 정책

리 훈령으로 실행되는 수준

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고, 적용제외대상의 범위
가 넓어 한계가 있다. 규제비

2. 연구내용

용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트럼프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TFOR(Two for One Rule)를 도입(2017년 1월)했

위해 제도의 법제화와 적용

다. 이로써 행정기관이 하나의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규제의 비용을 부

제외 범위의 합리적 축소와

담시키는 기존의 규제 두 개를 폐지해야 하며 신규 도입 규제 및 규제완화·폐

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위상

지에 따른 총 비용의 증분을 연내에 최종적으로 영(0)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강화가 필요하다.

해야 한다. 미국의 TFOR과 같은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선행
적으로 도입했으며 국가별로 성과 간 차이는 있으나 규제비용을 감축시켜 규제
환경을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규제비용관리제를 2014년
도입하여 전격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채 추진동력
을 상실한 상황이며, 규제비용계산도 One for One Rule 개념에 그쳤다. 규제비
용의 감소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비용관리제
를 입법화하고, 행정부처 내 규제개혁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며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 대상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실태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비교하고 향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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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에너지저장
장치(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송용주 |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6월 정부는 에너지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프로슈머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산업 구

본 보고서는 에너지 신사업

조는 ESS 산업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규제와 제

을 발전시키기 위한 에너지

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에너지 산업이 융성한 선진국의 제도 및 사업 환경을

저장장치 시장을 활성화 방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 개선점을 점검해본다.

안에 대해 분석한다. 해외 사
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에

2. 연구내용

너지 시장의 폐쇄적 산업 구

ESS 산업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 시효적절하게 공급하여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조와 진입규제, 그리고 가격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ESS 산업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전력 생산자를 시장에 유

규제가 문제임을 지적한다.

치하여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프로슈머
(신재생 전력과 연료 전지, ESS 등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 저장하여 소비 판매하
는 사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ESS 활용촉진요금제 도
입,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공공기관
의무 설치 등의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술 발전과
사회 제도적 환경 설립으로 인해 ESS를 활용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적 문제가 남아있다. 아직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이들의 경제성이
낮다. 때문에 다양한 보조금, 금융지원, 설치 의무화를 통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
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높은 신규 진입 장벽과 불합리한 요금 구조로 인해 요금
체계가 경직적이므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가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3. 평가
본 보고서는 국제 비교를 통해 신에너지 산업이 국내에 정착ㆍ발전하기 위한 정
책적 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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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정책과제: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한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로봇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고 또 미래성장동력산업
으로 주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로봇산업 경쟁력을 생산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경쟁력

내 로봇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생
산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

2. 연구내용

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

한국의 로봇산업은 2004년 이전 기간에는 수입 특화도가 높았고 2004~2010

국의 로봇산업 관련 정책 분

년까지 무역 특화도가 낮았지만, 2011년 이후 수출 특화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

석을 통하여 국내 로봇산업

으로 분석되었다. 2005~2013년 기간 중 제조업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생산성

활성화를 위한 제반 개선 방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1.6%로 제

안을 제시하였다.

조업 전체의 생산성 성장률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3년 기
간에 전반적으로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1.6%로 가장 높았
고,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 중 로봇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또한 1.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5~2010년보다는
2010~2013년에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 변화
율에 미치는 각 요인별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경우
기업내효과는 52.3%, 순진입효과는 43.1%, 기업간효과는 4.6%로 나타나, 기업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 필요하며, 특히 로봇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차별지원 해소 및 기술혁
신 활성화 이외에도 로봇산업 그 자체의 성장을 위해 인간-로봇 협동로봇 도입
확대 등 관련 부문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평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 산업의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의 제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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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유경진 |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5G 이동통신 기술이 기반 인프라로 구축되
어야 하며, 5G 시장을 선점하지 못할 경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

업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 활용될 5G 이동통신 시장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을 비교·분석

을 선점하기 위한 통신산업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유
럽, 일본 등 주요국의 통신산

2. 연구내용

업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적

미국은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일부를 통신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통신비 산정을 위해 통신비 분류체계
를 개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 조정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럽은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사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여기간을 장기간으로 변경하고, EU 회원국 간
단일면허제를 도입하여 통신사들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가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어
려운 통신비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파수 할당대가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이며, 5G 이동통신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OECD 주요국 대비 우리
나라의 통신비는 낮은 수준이며, 비용 대비 편익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신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요국과 같이 망중립성 원칙의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평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5G 이동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통신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각국 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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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ㆍ일본 유통산업
규제 변화 추세와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기환 | 부연구위원

2016년 이후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은 대규모점포의 의
무휴일을 늘리거나, 진입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규모점포의 영
업을 제한하는 사업조정을 강화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규제는

증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프랑스ㆍ일본의 과거 유통정책 변화 사례를 바탕으로

영세점포와 대규모점포간의

사업조정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을 지적한다.

사업조정에 맞춰져 있다. 현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은

2. 연구내용

이러한 사업조정 규제를 강

프랑스와 일본은 사업조정 중심 정책을 폐기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프랑스

화하려 한다. 본 보고서는 프

와 일본의 유통규제 변화를 통해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사업조정을 우

랑스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으로 한 정책은 대ㆍ내외적 비판에 직면한다. 사업조정에 중심을 두었던 프

유통산업 규제 변화를 검토

랑스의 로와이에법(1973년 제정)과 라파랭법(1996년 제정), 그리고 일본의 대점

하여 한국의 유통산업 규제

법(1973년 제정)은 대내적으로 비효율을 생산한다는 비판과 대외적으로 EC와

가 사업조정 정책보다 점포

WTO의 비판에 직면한다. 둘째, 출점규제는 완화되고 영업점의 사회적 영향을

의 사회적 환경 개선에 초점

고려한 입지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변한다. 상점의 입점이 교통, 주차, 소음, 폐기

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해야

물 처리 등에 미치는 도시 환경적 평가를 바탕으로 어디에 상점을 입지하는 것

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 최적인가를 고민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다. 셋째, 현재 프랑스와 일본은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영업일을 제한하는 것이 유통산
업 생산성에 비효율을 야기하며, 지나친 규제가 소비자의 편익을 해친다는 사회
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노동자 보호와 가톨릭 국가 전
통에 따라 엄격히 지켜지던 일요 영업 제한을 최근 도입된 ‘마크롱 법안’에서 완
화하고 있다.

3. 평가
영세 상점과 대규모 상점간 사업조정 중심 유통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
의 유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된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61

ANNUAL REPORT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오경수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탈원전·탈석탄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 전원구성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주요국의 전원구성을 발전원별로 비교하고, 국가마다

주요국 전원구성의 특성을

상이한 여건을 반영한 전원믹스 결정요인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원구성의 특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성과 신정부 에너지정책을 평가한다.

전원구성 결정요인을 정리하
였다. 발전산업은 경제적 효

2. 연구내용

율성과 함께 안전 및 환경 등

세계적 전원믹스의 흐름은 2000년 대 이후 OECD 국가들에서 석탄 발전이 감소

비경제적 국가 비전을 동시

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후변화

에 고려하여야 하며, 정책에

에 대한 국제적 이슈와 석탄 고갈 등 가용한 자원의 한계에 대한 우려와 천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안

스 가격의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후

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리적·환경적 여건과 정부

중요하다.

의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및 폐기물 오염
등의 요인들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
라는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전원믹스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
리나라의 낮은 부존자원과 환경적·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
한 결과로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원전의 안전성 우려 등 세계적
분위기에 따라 2014년 발표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미 원전 비중
의 감소를 계획하였다. 신정부에서 탈원전·탈석탄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변화
의 속도를 재촉하기 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기존 국가
에너지계획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3. 평가
국가별 상이한 전원구성을 발전비용, 부존자원, 발전기술 및 효율수준, 국가정책
등 주요한 결정요인의 기준에서 분석하여 신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기존
국가에너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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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태규 | 연구위원

글로벌 벤처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벤처투자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주요국, 특히 미국 및 중국과 비교해 보면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
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제4차 산업혁명의

우리나라의 벤처투자는 호

대두로 인해 한국경제에 있어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모

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

험자본인 벤처캐피탈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구하고 주요국, 특히 미국 및
중국과 비교하여 GDP 대비

2. 연구내용

벤처투자 규모가 아직은 상

최근 글로벌 벤처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은 지속적으로 성장

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하고 있다. 성장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 출자에 있어 민간자본의

벤처캐피탈 시장이 한 단계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정책과

하고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

제를 제시하였다.

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3%이며 이는 대표적
인 벤처강국 미국 0.37%, 유럽의 벤처강국 영국 0.1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 벤처투자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은 0.28%에 이른다. 현재의 산업경
쟁력 추세로는 주력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신산업에서도 중국 등 신흥국에 밀
릴 가능성이 크므로 벤처투자 규모의 지속적 증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
로는 국내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0.2%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2~3년 내 3조 2,800억 원 규모(2016년 GDP 대
비 약 0.2%)의 벤처 신규투자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수준인 0.3~0.4%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우선적 정책과제로서 ① 벤처캐피탈 규율체계의 일
원화 ② 중간 회수시장의 활성화 ③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활성화를 들 수 있다.

3. 평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모험자본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국제비
교를 통해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의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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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적합여부:
중고자동차 판매업
윤상호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중고차 판매업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신규 진
출이 불가하며 소위 불량품 시장의 대표적 예로 거론되는 산업이다. 중고차의 품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의 반응을 미국의 CarMax사의 실증적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의 산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적합업종 지정의 비합리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업화 및 활성화가 정체된 현

등 선진 자동차 시장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의 잠재적 발전 가

상을 분석하였다. 선진국 수

능성을 타진했다.

준의 중고차 시장으로 발전
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의

2. 연구내용

적합업종 지정을 시급히 해

미국과 영국 수준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산업화 및 활성화 될 경우 417~498

제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

만대의 중고차 시장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의

운 시장 구조로 탈바꿈해야

발전을 위해서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금

한다.

융 산업 같은 연계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
자 유통회사인 Circuit City의 자회사인 미 CarMax는 소비자 신뢰와 금융, 렌터
카 산업 등 연계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 성공해 중고차 판매대수가 1999
년 기준 5.5천대에 불과했으나 2016년 기준 66만대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중
고차 매출은 125억불에 달하며 중고차 매장도 158개로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한 SK엔카의 경우 CarMax사와 유
사한 전략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 중이
다. 특히 SK엔카의 직영 매장 수가 26개로 제한됨에 따라 불량품 시장에서 고품
질 시장으로 탈바꿈시켜 중고차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추진력과 기
회가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수준의 중고차 시장으로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시급히 해제해야 하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

3. 평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을 해외 시장의 사례와 비교 분석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역기능을 파악하고 시장의 산업화와 활성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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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경제적 역기능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윤상호 | 연구위원

수차례 국내 연구를 통해 경제적 폐해가 보고되고 경제학적 논리 또한 찾아보기
힘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20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합가능시장 가설에 근거해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중소기

도적 한계를 제시하는 동시에 시장에 존재하는 암묵적 지식의 활용을 원천적으

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에

로 차단하는 법제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적 경제적 역기능을 파악했다.

따른 경제적 역기능을 제시
했다.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

2. 연구내용

화할 경우 제도적 비신축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업종의 지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야기되

을 증가시켜 법제화의 목적

는 등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은 제도이며 이미 수차례의 국내 연구를 통해 경제

과 달리 경제적 역기능의 증

적 폐해가 보고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 달리 현행 중소기업 적합

폭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

업종 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제시하는 동시에 법제화로 인한 잠재적 경제적 역기

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능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경합가능시장 가설에 근거해 적합업종 제도가 태생적
으로 경제적 역기능의 회피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적합업종 제도로 선정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우 생산 규모 성장률이 정체되는 등 경제적 역기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민간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구·자율적 규제방식에
서 정부의 직접·타율적 규제방식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
화는 시장 참여자가 보유한 암묵적 지식의 활용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야기되는 등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은 적합업종 제
도의 법제화는 제도적 비신축성을 증가시켜 법제화의 목적과는 달리 경제적 역
기능의 증폭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적합업종 제도
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역기능의 회피 및 의도하는 경제적 순기능이 불가능한 제
도이며 법제화가 아닌 폐지가 요구되는 제도로 판단된다.

3. 평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한 경제적 역기능을 소재 부품 산업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동시에 법제화에 따른 제도적 비신축성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역
기능의 증폭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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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이
총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정재원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통상 압박 속 최근 양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 총 생산성에 미치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질성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 산업내 로테크 내수기업과 하이테크 수출 기업 간

을 반영하는 최신의 국제무

의 경쟁 관계 및 개별 노동자와 각 기업군 간의 내생적 매칭을 CGE 모형화하여

역 이론을 접목한 CGE 모형

한미 FTA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들의 기술진보(Technology-upgrading) 효과를

을 개발하여 한미 FTA가 양

살펴보았다.

국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2. 연구내용

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 증

개발된 모형을 가지고 부문별 관세율 인하에 따른 한미 양국의 총 생산성 및 무

대효과가 크며, 양국 간 교역

역수지 효과를 ①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②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전

에 있어서는 미국 측 무역수

체 관세율 50% 인하, ③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④ 1차 산업 및

지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

제조업 부문 전체 관세율 완전(100%) 철폐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분석하였

타났다.

다. 전 시나리오에 걸쳐 한미 FTA는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진보를
동시에 유발하여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크게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1
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 전체 관세율을 완전 철폐 시 하이테크 수출 제조기업 수
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1.29%, 6.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제조
업 부문 평균 노동 생산성(가치기준) 역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2.29%, 0.22%
증가하였다. 또한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
의 대한국 수출을 크게 늘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전체 관세율을 완전 철폐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153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29억 달러 증가하여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한미 FTA 때문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하여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
인 협정임과 동시에 오히려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큼을 계량적으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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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
성장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상준 |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사례와 같이 저탄
소 경제로의 조기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하에 에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에너

너지 믹스의 전환을 통한 탈동조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
은 경제 구조로 인해 탈동조

2. 연구내용

화를 조기 달성하는 데 한계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한 주요 선

를 지니고 있다. 제조업의 체

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탈동조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달성

질 개선 및 효율 향상과 저탄

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탈동조화를 달성한 3개국은 산업구조 변화(제조

소 경제 영역의 성장동력 개

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에

척 등 탈동조화에 대한 장기

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탈동조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독일의

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우 제조업기반과 경쟁력을 유지한 채 제조업의 체질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해
탈동조화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여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는 점과 제조업 비중이 높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 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업종(철강, 석유화학 등)의 비중이 높아 독
일과 같은 탈동조화 달성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효율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적인 효율 개선이 쉽
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고성장과 탈동조화는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
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 및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조기에 탈동조화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는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로부터의 일방적 탈피를 추진하기보다는 제조업 체
질 개선 및 효율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탄소 경제 영역에서 새
로운 성장동력을 개척하는 양손잡이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3. 평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조기달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탈동조화 달성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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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이승석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290조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와 관련한 거시경제학적 연구는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

아직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동태적·

(DSGE) 모형을 통해 LTV와

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을 구축하여 거시건전성 정책변화로 인한 가계부채

DTI의 거시적 파급효과를 분

경감효과의 거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석한 결과, 규제상한을 동일

는데 있다.

하게 10%씩 낮출 경우 장기
에 있어서 국내총생산 대비

2. 연구내용

가계부채비율의 감소가 DTI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 규제 수단인 LTV와 DTI의 상한비율 변화에 따른 시뮬

의 경우 LTV에 비해 3.7%

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TI가 LTV에 비해 가계부채에 대한 감소효과가 큰 것으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

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

산이나 소비가 감소하는 경

어 있는 우리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리고 경기위축의 효과 역

기위축효과 역시 최대 1.4배

시 LTV 보다 DTI에 의한 규제 시에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TI 규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화의 영향이 고소득층보다는 상환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저소득에 상대적
으로 집중되며, 이에 따른 결과로 차입제약에 대한 소비의 민감도가 큰 해당계층
의 특성상 일반재와 주택의 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어 결국 총수요가 감
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DTI는 LTV에 비해 경기위축의 효과
가 약 1.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저성장의 고착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당국이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
분은 강력한 거시건전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보다는 우리경제가 해당정책을 지탱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 판단
된다.

3. 평가
대표적인 거시건전화 정책인 LTV와 DTI의 가계부채 감경효과와 거시적 파급효
과를 거시적 분석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향후 거시건전화 및 가계
부채 정책에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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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통한 복지지출 증대가
거시변수에 미칠 영향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승석 | 부연구위원

신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며, 조세·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소득분배 개선’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신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증세 및 복지성 재정지출 증대가 경제성장 및 사회후생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을 증

변화에 미칠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책의 시의적절성을 실증적

대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

으로 평가하려 했다.

신정부의 재정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일

2. 연구내용

반균형모형을 통해 실증적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과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증세 및 복지성 재정지

으로 분석한 결과, 중·저소

출 증대가 경제성장 및 사회후생 변화에 미칠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

득층의 후생수준은 일시적

한 결과,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순자산(Net worth)의 축소를 유발하여 투자를

으로 개선되나 경제전체의

감소시킨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중·저소득가계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고소

소득수준과 생산성은 하락

득가계의 소비는 감소하여 이로 인한 총소비의 순증감은 감소로 나타났다. 최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으로 거시경제의 펀더멘탈 변수인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국내총생산(GDP)은
0.153%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전체의 총후생은 증가하게 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가계의 경우 효용수준이 감소하나 정부의 복지지
출 증대로 인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대를 누리는 중·저소득가계의 경우 소
비증가와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세로 인한
경기위축이 임금소득의 감소와 자연세수증가의 부족을 유발하여 추가적인 증
세나 국채발행이 수반될 경우에 후생수준은 감소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변화로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동시에 정책변
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제약을 방치한다면 우리경제의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책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성장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경
제의 후생수준은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믹스의 개발이 시급한 실
정이다.

3. 평가
국가 차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시적 안정화
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지출 증대를 감행했을 경우에는 정
책 실효성뿐만 아니라 경기회생의 가능성마저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
으로 분석한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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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 산업의 영향 분석
오경수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표되면서 한국과 중국 간 무역의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보호무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 중

역주의에 따른 다양한 비관세조치 시행은 FTA의 실효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

무역기술장벽(TBT)이 부정

르렀다. 이에 중국의 대(對)한 보호무역조치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부

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문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이 취
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특

2. 연구내용

성과 적용 산업 및 무역구조,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호무역조치는 협정에 위반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한 대

되지 않는 범위의 비관세장벽과 무역구제조치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對)한 보호무역주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BT 형태의 비관세장벽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
인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적용 산업이 다양하고 주요 수출업종에 집중된 것
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AVE)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對)한 비관세장벽의 AVE 크기는 SPS, 반덤핑, TBT순이지만 우리나라
의 중국 수출구조 및 산업별 무역량 등이 반영된 정량분석에서는 TBT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TBT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 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해당 산업의 對 중국 수출재는
소비재보다는 중간재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난다.

3. 평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에서 비롯된 대(對)한 비관세장벽과 무역구제조치의 영향을
조치의 형태별, 우리나라 산업 및 무역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으며, 정
치적 대응보다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고려한 대응방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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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김창배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
하는 추세를 놓고, 기업이 자신의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계소득
의 비중이 낮아졌고 임금증가, 배당확대 등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를 확대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추세의 전환이 나

의 소득 환류성이 낮다는 그

타남에 따라 최근 국내외 현황 파악 및 기존 주장의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간의 비판은 설득력이 크게

하려 한다.

떨어진다. 2010년 이후 우리
나라 가계소득 비중은 상승

2. 연구내용

하고 기업소득 비중은 하락

한국을 포함한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소득

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우

과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부문에서 가계부

리나라의 가계소득 및 기업

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이 낮다는 그간의 비판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소득 비중은 OECD국가 평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던 가계소득비중 하락, 기업소득 상승의 추세는

균과의 격차가 1% 미만으로

2010년을 기점으로 가계소득 비중은 상승, 기업소득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로 전

축소되었다.

환되었다. 가계소득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에는 66.7%로 2010년 대
비 2.5%p 상승했으며,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5년에는 9.3%로
2010년 대비 2.4%p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 비중
의 OECD국가 평균과의 격차는 1%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
득 비중의 축소, 기업소득 비중 증가 현상은 가계부채의 증가, 자영업 부진이라
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했으며, 기업부문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가서가 아
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민처분가능소득을 단순히 가계와 기업 부문으
로 나눠 양부문의 소득을 배분하려는 제로섬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부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평가
본 연구는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으로의 환류성이 낮다는 그간의 주장이나 비판에
대해서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설득력이 떨어짐을 입증함
으로써 올바른 논의 또는 정책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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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위축의
거시적 파급효과 점검
이승석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활기는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극도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어 경기전망이 어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

두운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경제를 지탱해 온 동력 중 하나가 주택시장의

(DSGE) 모형을 통해 불확실

활기였음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의 지표

성 충격과 주택수요 충격이

로서 주택수요와 불확실성의 충격이 주택시장 및 경기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실

주택시장 및 거시전반에 미

증적으로 분석하려 했다.

칠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택시장

2. 연구내용

및 경기위축 효과가 주택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수요충격’과 ‘불확실성’

요 충격에 비해 훨씬 큰 것으

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과 그에 따른 거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정량적으로

로 분석되었다.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 충격이 도래하면 주택시장의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가격
은 -1.3%까지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됨과 동시에 서서히 예
전 가격을 회복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주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1%
미만의 감소를 보이다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소비
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 -1.8% 감소하며 주택수요 충격 발생시에는 약 -1.2%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0.75% 감소를
시작으로 -2.25%까지 감소하게 되는 한편 주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0.2%감
소를 시작으로 10분기를 경과하며 -0.8%까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로 국내총생산 역시 2%정도 위축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경제를 지탱해 온 동력 중 하나가 주
택시장의 활기였음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시장의 급냉으로 인해 경제 전체가 저
성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
을 차단하고 이미 만연해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3. 평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주택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위축
될 수 있으며,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시
장에 만연한 불확실성의 정치적인 해결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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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올림픽과 실패한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함의
윤상호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개최될 예정인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나
라가 최초로 유치에 성공한 동계 올림픽이다. 하지만 약 50여일 남겨놓은 현재
까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성공적 개

동계 올림픽 개최국의 개

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

최 전후 무역 변화를 비개

해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최국과 비교해 분석하였다.
동계 올림픽 개최는 수출과

2. 연구내용

교역량을 증진시키는 효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동계 올림픽의 개최는 무역을 증진시키는 효

를 가지지만 올림픽 시설물

과를 가진다. 동계 올림픽 개최국의 동계 올림픽 개최 전후의 수출, 수입, 그리고

의 사후 관리비용으로 인해

총 교역량을 분석해 본 결과 각각 23.49%, 82.39%, 30.87% 증가하는 것으로 나

개최 지역 경제을 황폐화시

타났다. 이러한 무역 증진 효과는 동계 올림픽 개최가 국가 및 기업 이미지를 제

키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로 추정된다. 반면

수 있다.

올림픽의 개최는 각종 경기장 건립 및 사후적 유지·보수로 인해 대상 지방 정
부의 재정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흑자 올림픽으로 기록된 1984년 L.A. 올림픽의 경우 기존 시설물의 재활용과 사
후적 활용 방안을 미연에 모색해 개최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이었다.

3. 평가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무역 자료를 통해 추정하는 동
시에 개최국 사례들을 종합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사후적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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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정재원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한미 FTA 재협상을 줄곧 요구하여 왔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은 1차적으로 체결 국가 간 교역 증진을 목표로 하나 궁극적

한미 FTA가 양국 실질 임금

으로는 자유무역을 통한 자국 내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

는 소비측면 효과에 초점을 두어 한미 FTA가 양국 실질 임금 및 전체 소비자 후

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양국 모두의 평균 실질 임금
이 증가함은 물론, 양국 소

2. 연구내용

비자 후생이 크게 증대되는

정재원(2017; KERI 정책연구 2017-6)에서 개발된 모형을 사용하여 부문별 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하에 따른 한미 양국의 실질 임금 및 전체 소비자 후생 효과를 ① 제조
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②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전체 관세율 50% 인하,
③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④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전체 관세
율 완전(100%) 철폐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분석하였다. 전 시나리오에 걸
쳐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평균 실질 임금을 증가시킴은 물론, 양국 소비자 후
생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 전체 관세율 완
전 철폐 시 평균 실질 임금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0.388%,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소비자 후생은 보상변화(동등변화) 기준 각각 30억 4천 9
백만(30억 3천 2백만) 달러, 50억 4천 5백만(50억 3천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때 미국 평균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차 산업 부문 관세율 철폐가 미 1차 산업의 상대적 팽
창으로 연결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제반 기술진보 효과를 상대적으로 잠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3. 평가
무역수지 증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최근의 한미 FTA 논의를 벗어나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
혜적인 협정임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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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관련 정책 및 이슈 대응
1)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
새 정부가 격차 해소를 비롯해 세입 확보를 중시하는 가운데, 정책당국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
한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우선 기업의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높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하였다. 국내 주요 기업과 외국 경쟁사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을 비교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세 부담이 역전되었으며,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이 높아 법인세율 인상
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제시해, “삼성전자, LG화학 세부담 세계최고
(10.11)”, “한국 상위 10대 기업, 미국기업보다 법인세 높아(11.16)” 보도자료 등이 언론의 반향을 일
으켰다. 명목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이라는 행정 편의적 시각에 대응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
의 입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주요국 경쟁사와 비교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였고,
이 점이 여론에도 임팩트 있게 작용하였다.
법인세 인상이 불가함을 5가지 사실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법인세율 인상으로는 세수 확
대 등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국제 추세 역행과 대표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막
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고,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정리해 언론의 주목
을 받았다.

법인세 인상 주장 근거의 불합리함을 널리 알렸다. 법인세 세부담 여력을 이익잉여금과 보유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해 최고세율 27%까지 가능하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반박
하였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자산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인상하자’는 것으로 과세 체계와도 맞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을 근거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이미 투자된 금액을 회
수해 세금을 내야하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누진적 법인세, 주주·근로자에 피해 갈
수도(8/7)” 기사를 통해서는 초대기업 ‘표적증세’ 목적으로 과세표준 신설 및 누진적 법인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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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는 것이 배당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렸다. 아울러 OECD 국가 대부
분이 단일세율 구조이며 과세구간을 나눈 곳도 대기업 고율 과세가 아닌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밝혀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고 세부담 공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함을 강
조하였다.
이밖에 주요 기업의 세제 애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세제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
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8월)’을 통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기
존 정부안에 비해 확대되었고, 적격 과세이연요건 중 고용승계요건이 완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
다. 2016년에 추진하였던 평창올림픽 현물후원 기업 부가가치세 감면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
의 세 부담 완화가 현실화 되었다.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조세정책 수립에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언론을 통하여 “기업 33.3%가 세법개정안 중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를 가장 우려”하며, “기업 66.7%가 투자지원세제가 가장 필요하다(10.11)”는 점을 알렸다.

●● 기업들이 세법 개정안 중 우려하는 부분 ●● ●● 기업들에 가장 필요한 세제지원 정책 ●●
(단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축소

상생협력관련 세제

기타 12.5
설비투자시설
세액공제 축소
25.0

8.3
33.3
16.7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9.2

연구개발지원 세제
기타
8.3
투자지원
세제
66.7

*조사대상: SK, CJ, 롯데, 대한항공 등 24개사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측면에서 정부안을 완화해야 한
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미국, 일본 등 국제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과 대비하여 과세기준이 상향(과표 2,000억원 →
3,000억원)되어 대상기업이 줄어들었고(129개 → 77개), 세 부담이 축소(2.5조 → 2.3조)되는 결과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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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 규제 강화 대응
정부는 기업지배 구조 측면에서 총수의 전횡방지와 소수주주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도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44개 중 22개 법안이 기업의 지
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원활한 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은 극소수에 불
과하다.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분리선임, 전자ㆍ서면투표 의무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규제 등이다.

●●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 ●●
쟁점

제안자

주요내용

다중대표소송 도입

김종인 등 7건

•모회사 주식 1주~1% 보유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허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채이배 등 3건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을 몰아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오신환 등 4건

•감사위원이 될 이사는 분리선출하면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전자ㆍ서면투표 의무화

윤상직 등 5건

•전자투표 의무화 또는 전자/서면투표 택1 의무화

자사주 규제

박영선 등 4건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소각/의결권 제한

한경연은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편향된 상법 논의의 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
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구글의 경영실적, 고용 등을 분석하여
경영권 방어 수단이 기업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였다. 기업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 등 경영안정화 장치 마련,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대주주 의결권 제
한 및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폐지, 경영판단의 원칙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1일 발의되었다. 규제 강화로 기울어진 상법 논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 것이다.
둘째, 2017년 말 일몰예정인 섀도보팅에 대응한 사업도 전개하였다. 주주총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개정안 발의를
지원하였다. 주주총회시 의사정족수를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며, 통과시 출석주식수를
기준으로 주주총회가 가능해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3대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①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폐지, ② 감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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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임시 의결권 제한 폐지, ③ 섀도보팅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11월 말에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실,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상법의 주요쟁점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들은 현행 상
법상 의사정족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의사정족수 폐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셋째, 지배구조 규제 강화 입법에 대응하여 법안에 대한 정책건의, Q&A 작성 및 국회 설명을 진
행하였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및 전자ㆍ서면투표 의무화, 감사위원분리 선출, 자사주
규제 등 규제강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서와 Q&A를 작성하여 정무위에 전달하거나 방
문ㆍ설명하였다.

3) 공정거래 규제 강화 대응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입법 중 큰 축을 이루는 것이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과 대기
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 방지와 시장질서 확립
을 이유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강화, 징벌적손해배상
확대, 과징금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정상적인 거래 위축, 투자ㆍ일자
리 감소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계류 중인 규제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
쟁 점

제안자

주요내용

일감 몰아주기 대상 확대

이언주 등 5건

•규제대상기업 지분율 30%→10∼20%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박용진 등 3건

•지주회사 부채비율 강화
•(손)자회사 지분율 40%→50%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박용진 등 2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전속고발권 폐지

최운열 등 3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박 정 등 2건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반 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과징금 규제 강화

박찬대 등 6건

•과징금 상한 2배 확대
•상습적 법 위반기업에 과징금 2배 이상 가중

사인 금지청구권 도입

이학영 등 4건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행위중지 또는
금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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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첫째,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응하여 국회, 회원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2017년 4월 공정위가 명확한 법적인 근거없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전수 조사
시 관련 회원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모아 공정위에 건의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공정위 조사절차 개선에 대해 국회에 건의하고 의원실과 협력하여 조사절차를 규
정하는 법률안 발의를 지원하였다.
둘째,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벤처,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ㆍ홍보하였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M&A가 미국, 중국, 유
럽보다 미진하고 구조조정 목적의 인수합병이 주를 이룬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M&A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의 대기업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기업의 지주회사
의 벤처투자회사(CVC) 보유를 허용 하고 증손회사 보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과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
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회에서 발의하는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공익법인, 과징금 관련 규제강화 등 공정거
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2017년 총 26건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전달하여 검토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주요 이
슈에 대한 Q&A를 작성하여 정책당국에 대한 설명자료롤 활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논란
이 되고 있는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친기업 및 친시장경제 정서 확산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현황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슈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본원이 국민의 입장을 헤아
리며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언론,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다.
우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이슈를 파악하고 여론 환기를 통해 본원 이미지에 대한 개선
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가계소득 및 조세, 사회보험 증가 추이 분석’을 통해 지난 10년 간 가
계소득 증가보다 세금 및 사회보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국민 부담에 커지고 있음
을 보도하였다. 또한 ‘세금해방일로 본 근로소득세 부담 분석’을 통해 세금 내기 위해 일하는 날짜
가 점차 늦춰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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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 및 조세, 사회보험 증가추이●● ●●세금해방일로 본 근로소득세 부담 분석 ●●
가가계소득과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근로소득세 해방일 추이

(단위: 원, 도시 거주 가구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2인 이상 가구)

1월

423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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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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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6년 5000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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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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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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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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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7만 14만
6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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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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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2011년

사회보험

2015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출처: 세계일보(8.1)

1월 18일

1월 20일

*출처: 문화일보(8.21)

저성장 장기화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현황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 경영 보수화, 투자 못하고 빚 갚기’ 및 ‘해외직접투
자·외국인직접투자 비교 U턴 기업 현황’ 등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의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저해되는 현황을 알려 기업이 투자 여력이 많음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오
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국감증인 채택으로 인한 경영
저해’ 자료를 통해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정치리스크 문제를 제기하여 회원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입법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친시장경제 정책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 관련 대정부 정책질의 참고자료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정부시장 개입 강화로
인한 시장위축 우려, 노동시장 구조개선 필요 등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소통하였다. 또한 신산업
진출 걸림돌 규제 등 한국의 낙후된 신사업 환경 및 한국에선 불가능한 신사업 사례 등의 자료를
통해 친기업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5) 생계형 적합업종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대응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생계
형 적합업종 제도의 보호대상은 소상공인이고, 지정·관리의 주체가 정부이며, 행정명령에 의해
대기업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보호대상이 중소기
업이고, 지정·관리의 주체가 동반위이며, 권고에 의해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된다. 정부
와 여당은 2018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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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 특별법 제정을 계획했다.
이에 한경연은 산업위 법안소위 위원실을 방문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바람직한 제도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과거 산업경쟁력 약화, 고용 감소 등의 부작
용으로 2006년에 폐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대상 자격을 영세 소상
공인에 국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동반위의 사전심의 기능을 부여하여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
업 적합업종으로 일몰기간이 종료된 품목에 국한할 것을 건의하였다. 셋째, 생계형 조건에 부합하
고 통상마찰 가능성이 적은 품목 위주로 선정하는 등 6대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생계형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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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내 용

생계형 조건 부합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을
측정해, 소자본 창업 가능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규정

•소득의 영세성 기준은 지표 값이
상위업종 50% 이하인 경우
•규모의 영세성 및 진입장벽 기준은
지표 값이 상위업종 1.5배 이상

통상마찰 가능성

•적합업종의 운영주체가 정부
가 될 경우, 통상마찰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선정 품목에
주의

•시장 성장속도 기준은 해당 업종의 전체
사업체 총매출액 증가율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전체 평균의 1.5배를 상회하는
경우 제외
•행정명령의 유형에 사업이양 및 사업철수
를 제외하고, 보호기간의 예외적용 등
제도적 예방 조치 마련

산업성장 저해 가능성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을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산업
경쟁력의 훼손으로 이어져
결국 과거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로 전락할 우려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용 및 광고선전비
비율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전체 평균
의 1.5배 이상이면 제외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가 1 이상이면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므로 지정대상에서 제외

중복보호 여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이미 보호 중인 품목 보호
불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제외

시장분리 여부

•동일 품목이라도 시장과
주소비자 층이 상이시 지정
제외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초기 투자비용의
격차가 클 경우 지정 제외

소비자후생 침해소지

•생계형으로 지정한 이후
소비자후생이 감소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
가 늘어나 관련 시장에 대한
외국산제품 점유율 증가

•지정 이후 소비자 가격상승, 제품 선택권
축소, 안정성 위협 등 소비자 후생의
훼손이 우려되는 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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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입법화
에 주력했고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규
제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시장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할 정책이 자칫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계 기업에게
역차별의 수혜를 주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한경연은 국회에서 발
의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의 각종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신규 규제들 중에서 산업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기하였다.
‘하도급법’의 경우, 주요 기업의 하도급거래 담당자들과 수시 간담회 개최하여 기업 현황과 애로
요인을 파악하였고 정책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였다. 11월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하여 동 보고서를 전달하고 경제계 입장
을 개정안에 반영시키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11월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주요 안건 중 상
당 부분이 대안반영 폐기되거나 계류된 상황이다.

●● 하도급법 주요 개정안 요지 및 의견 ●●
하도급법 개정안 요지

검토의견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

•공기관이 아니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분
쟁조정기관을 통한 분쟁조정 행위까지 재판상 화해나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저해

•계약체결 전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부여

•하도급 계약관계 형성 전부터 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

•현행법에서 3배 이하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 적용

•하도급관련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행정처벌 조항으로 충분
•하도급법에 이미 부당이득 환수 및 징벌적 제재
목적으로 과징금 제도 도입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全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원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결과 초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은 자칫
하도급거래 관계를 노사간 임금협상 관계로 변질 우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해외로 수출하
는 것에 대한 원사업자의 방해행위 금지

•기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부당위탁 취소,
부당 경영간섭 금지 등으로 규제 가능

•발주자가 직접 추가적인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의무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간의 대금지급 의무를 발주자에
게 부담시키는 것은 계약관계 원칙 위배
•기존 하도급 체계와 정합성 문제 발생, 직접 거래가
없는 사업자간 대금직접청구로 혼란 야기

Part. 2 경제정책 및 이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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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이익배분제’ 역시 정부와 국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이다. 한경연
은 초과이익공유제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4대그룹 하도급 거래 담당자들과
수시 의견을 교환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및 모델 개발>에 대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전문가로 참가하여 대기업 입장을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초과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산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최종적으로
거두는 이익은 금리, 환율, 내수 및 수출시장 동향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따라 수시 변동하므로 이
익 목표를 미리 설정한다는 가정은 무리이다. 둘째 납품단가나 거래기간 조정 등 시장 자율적 방식
을 통해 협력사의 기여도가 先반영되고 있는데, 초과이익공유제는 사실상 대기업들에게 이윤을 강
제 배분하도록 압박하여 자칫 위탁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급격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초과이익공유제는 이익 발생만을 상정하는데,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협력사에게 손실 보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 넷째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
업의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약 20%에 불과하므로, 이익공유제는 협력 중소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거래
비중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우려가 크다. 글로벌 소싱이 증
가 추세인 산업계 상황에서 국내 협력업체에만 초과이익공유제의 이익을 나누고 해외 협력업체들
은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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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1) 민간차원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고 일자리 5년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일자리 정책이 제1국정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민간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는 한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책당국자를 대상으로 민간 부문에서 보는 민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프로젝트, 법안 제정과
같은 일자리 여건 조성 방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언(6/12)”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일자리
① 만들기, ② 늘리기, ③ 살리기, ④ 다지기라는 주제로, 「4차산업혁명특별법」 제정, 기업도시 2.0
추진, 벤처캐피탈사 규제개선 등 25개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정기국회 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국회 계류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일자리 10
敵法(11/18)”을 제작하여 경제계 입장을 설명하였다. 무분별하게 발의된 계류법안 중 정부 제1목표
인 일자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10개로 선별하여 ① 보수적 경영, ② 해외 유출, ③ 근
로자 기득권 보호라는 주제와 연계하여 설명하였고, 각 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추산하여 설
득력을 제고하였다.
민간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신정부 출범 초기인 5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의의
와 과제”를 통해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통계로 근거를 뒷받침하였으며, 주
요 민간일자리 창출사례를 통해 민간일자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일자리 주도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방송토론과 언론기획 자료 협조 등을 통하여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

2) 일자리 정책 대응
일자리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계획을 상기 조사·발표하고, 30대 그룹
종업원 수 추이 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를 홍보하였다.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는 어
려운 여건 속에서도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가 2012년 123만 966명에서 2016년 130만 3,557명으로
5.9% 증가했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올해 일자리정책의 중점 과제에는 청년일자리 대응이 있었다. 한경연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해
소하기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남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에서 ‘2017년 주요 그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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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재 채용설명회’를

30대그룹 총 종업원 수 추이 (단위: 명)

개최하였다. 삼성,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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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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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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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등 7개 그룹 22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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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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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

성고용률(56.2%)은
OECD 평균(62.7%)에
비해 낮았다. 한경연은

기업의 여직원 비율을 분석하고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프로그램들을 조사·홍보하고
일가정양립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현황도 조사·홍보
하였다.

3) 저성장 탈피를 위한 바람직한 경제성장론 제시
경제성장률이 수년째 연 2%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성장 탈피를 위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는 1997년 외환위
기가 발생한지 20년이 되는 해로 당시의 경험을 교훈삼아 제2의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98년 당시 재경부 장관을 역임한 이규성 장관을
초청 ‘외환위기 20년 특별 대담’을 개최하여 ’97년 외환위기 상황을 재조명하고 현시대의 경제위기
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여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외환위기 20년, 경제전문가·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제
위기 5년 내 발생가능성 68%, 제2 외환위기 발생 시 금모으기 동참 안해 38%’ 등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홍보효과를 제고하였다. 각종 주요 일간지와의 한경연 원장 인터뷰를
통해서는 ’97년 외환위기와 또 다른 형태의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
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서
비스산업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새 정부에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다양한 경로로 전달하였다. ‘경제전
문가가 바라 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통해 ‘차세대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기업환경 개
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홍보하였고, 상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시장경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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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에게 경제·산업별 전망 정보를 제공하였다.

●●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 결과(’17.5) ●●
Q.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

43.5%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
내수·수소비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무역·통상정책의 전략적 수립
대내외 금융·환율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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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

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확대

29.0%
19.9%
9.7%

재정조기집행 등 적극적 거시정책

4.8%
0.0%

기타 의견: 정치적 안정 및 리더십 정립, 중소기업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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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수단

(n=32)

33.3%
19.1%
11.1%

증세를 통한 정부재원 확충

0.0%

환율 등 대외 변동성 관리

0.0%

기타 의견: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

(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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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 개혁
1) 노사현안 대응 및 노사관계 선진화
신 정부 들어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입법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본원은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사 현안에 대응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을 지
속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8.31)을 앞두고 경제계 전체에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
금 포함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현 통상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450인 이상 35개 기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
결확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4건(3.9%)에 불과하고 현재 1심이나 재심이 진행 중인 것임을
알렸다.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23개 기업(65.7%)이 응답한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
인정 여부’였고,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재판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간
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대한 불인정’을 가장 우려(32.6%)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500대 기업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사내하도급 활용이 불가피함을 전파했다. 응답한
155개 기업 중 58%(90개사)가 평균 15.3개의 하도급 업체를 사용하며 하도급 근로자 인원은 평균
706.6명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본원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 경직성이 높아
인력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음을 지
적했다. 아울러 사내하도급 소송이 잦아지고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나는 추세에 대해 기업의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부담 가중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도급과 파견의 구
별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을 주장했다.
셋째, 9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 언론을 통해 경제계 의견을 전했다. 정책 일관성 미흡으로 기업 경영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사정이 만나서 연봉, 임금체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넷째, 헌법재판소 판결로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정책 변화가 일어났고 본원은 회원사 의견을 조사
해 경제계 의견을 제시하였다. 10월 25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
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가용, 자전거 등을 활용

94

2017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백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방법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할 뿐 아니라 일용품 구입, 자녀 등하교, 가
족 간병 등 ‘통상적 출퇴근 경로·방법 이탈시 예외인정’ 규정도 다양하게 포함시켰다. 또한 산재
보험요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할증해 주던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해 대기업에
만 혜택이 갈 우려가 있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20%로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본원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지나치게 폭넓은 예외 인정은 근로자들의 모럴헤저드를 야기하고 산재승인 관
련 행정력을 소모적으로 낭비할 수 있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제’변경에 대해
서도 애초 변동 요율제의 시작은 중소기업측의 요구로 실시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
서 현행대로 유지하되 꼭 변경이 필요하면 연차별로 조금씩 조정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다섯째, 500대 기업 임단협 현황 및 하반기 노사현황 조사를 통해 예년보다 늦어진 임단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사에 응답한 189개사(8월 18일 기준) 중 ‘협상 완료’한 기업은 55개사
(34.0%)뿐이고 나머지는 ‘협상 중이거나 협상 시작 전’이었는데 이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
대심리 상승으로 기인한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하반기 인사·노무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상향)’이므로 국회에서
산업계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주기를 촉구했다.

2) 노동정책 대응
2017년은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일정과 맞물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된 한 해였다. 우선 연초부터 근로시간 단축 논쟁이 촉발되면서 경제계 차원에서도 전
세계 최장 근로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노
동계는 ’18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할증해서 100%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는 기존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2015년 9월,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
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②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③ 근
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를 조정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00대기업 근로시간단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협력업체 납기지연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12.3조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 근로시
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을 경제계 의견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법리정리(’13.12) 이후에도 법원의 관련 소송판결이 일관성
을 보이지 못하면서, 통상임금 관련 기업의 법적·경제적 리스크도 증가한 한 해였다. 노동계는 근
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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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범위도 기존 노·사·정 합의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9월,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① 통상임금의 정의를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으로 규정하고, ②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간 암묵적
인 합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최대 38.5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인건비
부담, 소송 승소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심화 등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계의 우려를 각계에 전달했다.
2007년(12.3%) 이후 11년만에 전년 대비 두자리 수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관련 리스크도 증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18년 최저임금 시급을 전년 보다 16.3%로 증
가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서 급격한 인상에는 반대
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기상여금과 주거비 등 일부 복지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지역별·산업
별로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전문가TF도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발표(12.7)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중 정부는 정규직근로자는 고용을 보호해야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
환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을 최대한 줄이
고 처우를 개선해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력도 증가했다. 노동계를 중심
으로 생명·안전 분야의 직접고용 의무화,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호, 기간제 및 파견근로 제한
등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엄격한 해고 규제로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정규직 채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과 정규직 과보호가 임금구조 이중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는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완화를 전제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
장 격차해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계에 전달했다.
주요 노동지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질적·양적 수준을 점검하고 노동시장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발굴 사업을 추진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한국의 경제규
모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률, 고용률, 노동생산성 등 주요 노동시장 지표가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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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임을 지적하고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미국, 일본 등에 비
해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세계경제
포럼의 137개국 국가경쟁력 중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지표 추이를
분석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한 유럽국가들과의 비교한 후 근로형태 다양화를 통한 노동시장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3) 임금체계 개편 여건 조성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해온 제조 기업들이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일반기계 등 일부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력제조업의 세계시장 점유
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본원은 30대 그룹 상장사의 인건비, 수익성, 성장
성 추이 분석’과 ‘2016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을 통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고임금 및
인건비 상승 지속 현상을 지적하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선, 2011년~2016년 2~3% 저성장 기간에 30대 그룹(164개사) 상장사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과 1인당 영업이익은 각각 연평균 1.8%, 3.0% 감소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됐으나 1인당 인건
비는 연평균 4.0%씩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글로벌 교역 위축, 2~3%대 저성
장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 매출·이익의 절대규모가 축소된 반면 인건비는 고정비 성격이 크
고 근속연수가 오르면 임금도 자동 상승하는 호봉급이 많아 기업실적 부진과 관계없이 늘어난 점
을 문제로 부각시켰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생산성, 실적과 연계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016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에서는 1,544만 명의 임금을 분석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 침체 및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전년 대비
3.3% 상승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6,521만원으로 소득 상위 10.3%
에 위치한 ‘고임금’이며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연봉(3,493만원)의 1.89배 수준임을 제시하며, 대중소기
업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간접 촉구했다.
한편, 과거 고성장기에 형성된 호봉급 임금체계가 저성장, 고령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상당수 기업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실정이다.
본원은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와 ‘한국-EU 근속별 임금수준 비교’를 통하여 한국에서
근속이 오르면 임금이 따라서 오르는 호봉급이 아직 가장 많고, 호봉급 중심의 한국과 직무·직능
급 중심의 EU 국가들 간에 근속별 임금격차가 상당한 점을 홍보하고 임금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제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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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개혁
1) 회원사 규제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인프라 개선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산업 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회원사 규제애로 해소, 규제개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전개하였다.
첫째, 칸막이 규제정비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구축, 그레이존 해소 등 신산업 출현촉진을 위
한 규제개혁 시스템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특별지구 도입을 통한 테스트베드 제도 구축을 골자로
한 4차산업혁명특별법 제정제안이 담긴 『4차산업 혁명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
간ㆍ홍보하였다. 또한 구글의 사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규제를 정리하여 구글이 한국기업 이었다
면 하지 못하였을 사업을 정리한 내용이 주요 일간신문 1면과 주요 일간 경제지에 게재되는 성과
를 올렸다.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이 해외 국가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해외 직접투자가 부진하다
는 사실을 홍보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둘째,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업규모 의존정책에 따른 피터팬
증후군으로 첨탑형 기업분포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언론에 홍보했다.
셋째, 회원사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9월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애로 과제를 조
사하여 총 51개 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 48개 과제를 건의하였다. 총 48개 건의 과제 중 ‘문화콘텐
츠 산업의 R&D세액공제 개선’, ‘주류 공동배송 운송요건 완화’ 등 4건이 수용되었으며 17개 과제
는 중장기 검토하겠다는 관련 정부부처 답변을 접수하였다. 또한 7월에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
한 제도개선』건의를 추진하였다. 건의에는 ‘수도권 낙후지역 입지허용’ 등 신규 규제개선과제 5건
과 기존과제 10건이 포함되었으며, 인허가 등 일부규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규제시스템 개선사업을 전개하였다. 선진국은 규제를 하나 만들면 반드시 세 개의 규제
를 없애는 One-in, Three-Out 적용 등 경쟁적으로 규제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해외 주요
국 규제개혁 동향 및 성과』 보고서를 작성, 언론에 보도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
자 비율이 세계 152위에 그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 외국인투자 유치 선도국의 비결
은 높은 제도 경쟁력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주요 일간신문들에 게재되는 성과도 올렸다.

2) 反시장적 규제 개선 및 기업 지원정책 확대 건의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영업 범위를 계열사 물량만으로 제한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월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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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발의되었다. 즉 대기업 물류회사는 계열사 물류만을 취급하고 제3자 물류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교섭력을 앞세워서
국내 해운업체들에게 낮은 운임을 강제하고 중소 화주(貨主) 물량까지 처리해 중소 물류업체들을
고사(枯死)시켜 물류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회사가 해왔던 3자 물류를 중소업체가 맡도록 하고 이들 중소 물류업체들의 수익을 늘려주고
해운사에는 가격 협상력을 높여 부진에 빠진 해운업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물류산업에 진출해 있는 회
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책 건의서를 마련하여 11월 정기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
농해수위 간사실을 방문하여 발의안의 문제점과 기업 의견을 전달하였다.
<화학물질 평가·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신규화학 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판매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화평법은 2013년 5월에 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이 위해 물
질로 판정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대신 대체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화학물질 관련 제품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 화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안에 따르면 ▶현재 등록의무 대상인 화학물질 510종을 2030년까지 최소 7,000여 종 이상으로 확
대할 계획이며, ▶현행 체계에서는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
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국내 화학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는 화평법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경연은 화학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화평법 개정안 통과시 산업계가 입게 될 피해를 조사하
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자료를 전달하였다. 화평법을 둘러싼 산업계 위기상황을 언론에
보도하여 화평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산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3) 유통산업 규제강화 대응
2017년 유통산업 분야는 규제 강화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한해였다. 국회에는 대규모유통업체
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하고 月2회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며 신규점포의 입점을 금지하는 유통
산업발전법 개정안 28건이 발의되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
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유통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정부도 대선 공약 등을 근거로 기존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거나 골목상권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점 절

Part. 2 경제정책 및 이슈 대응

101

ANNUAL REPORT

차를 강화해 신규입점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 유통산업 관련 규제 예시 ●●
법률

현행

개정안

•영업시간 제한(0∼10시)
•의무휴업일(월 2회)
•입점제한(전통상업보존구역)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월 4회)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1→2㎞)

대규모
유통업법

•불공정행위 부인 입증책임
•서면실태조사 공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3배)

가맹
사업법

•불공정행위 부인 입증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점주 단체행동권 부여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계약갱신요구권 연장(10→20년)

•서면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리점주 단결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3배)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이에 한경연은 9월 11일 롯데, 신세계 등 주요 유통 회원사로 구성된 유통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
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자문기구인 유통산업연구회(10.13)를 구성하고 진보적 학자와 보
수적 학자를 고루 초빙해 유통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상생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 발전방향에 대
해 논의하였다. 회원사도 연구회에 함께 참여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규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지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수용 가능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는 사업도 전개하였다. 언론을 통해 규제 강화
의 움직임에 대해 과도함을 지적하고 산업육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규제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
을 피력하였다. 前 한국유통학회 회장, 공정위 정책자문위원 등 오피니언리더 등을 통해 대형유통
업계 규제가 오히려 골목상권에 피해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알리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
해 산업계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회에서 개최한 ‘유통산업 규제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내 유통 규제를 소개하
면서 우리나라만의 규제 강화가 과연 4차 산업시대에 유통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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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직접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건의
했다.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8건(영업시간, 입지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대규
모유통업법 11건(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사업법 개정안 37건(파견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의견을 상임위 별로 방문해 산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유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 정부를 대상으로는 기재부와 산업부를 통해 기존 유통규
제인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제, 출점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유통산업을 규제
보다는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세계의 유통산업 현실과 선진국 유통규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정책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일본과 공동으로 ‘4차 산업시
대의 유통산업 발전 방향(11.17)’ 세미나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통산업은 규제가 아닌
육성대상임을 전파했다.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 프레임이 규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유통산업
육성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유통산업이 첫째, 국내 산업 중에
서 GDP의 7.5%를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14.2%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 둘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광광 자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셋째,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유통
산업 환경이 급변한다는 점, 넷째, 국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다섯째, 규제
를 완화하는 세계 유통정책과 괴리된 한국의 유통정책 등의 근거를 들어 유통산업의 육성을 촉구
하였다. 유통정책이 규제 프레임에서 육성 프레임으로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며 시급히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Part. 2 경제정책 및 이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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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서울총회
1947년 프리드리히 하이에
크 박사의 주도로 창립되어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와
시장경제 확산에 중추적 역
할을 해온 몽펠르랭 소사이
어티의 2017년 총회를 서울
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에
서도 자유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
였다.

1. 개최배경
1947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박사의 주도로 창립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는 지난 70여 년 동안 사회주의를 포함한 모든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와 시장경제를 수호해왔다. 이 같은 세계적 자유주의 학술단체의 2017년 총
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확산일로에 있는 포퓰리즘과 평등주의에 맞서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한국판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에 시
동을 거는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서울총
회를 통해 꺼져가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에서 앞장서는 선도국(First Mover)으로 변모하는 계기로도 삼고자 하였다. 권태
신 원장이 대회공동위원장을 맡고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본 대회에서
는 ‘경제적 자유; 번영으로 가는 길 (Economic Freedom; Road to Prosperity)’을
주제로 삼아 2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국내외 저명학자들이 발표와

기간 5월 7일(일) ~ 5월 10일(수)
장소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토론을 하였고 총 참가인원은 280여 명에 달하였다.

2. 프로그램
전체일정: 5/7(Inauguration), 5/8 ~ 5/9(Seminar), 5/10(Excursion)
<학술프로그램: 5/8>
세션 1 Free Market Capitalism and Welfare
좌장1. Eamonn Butler (Adam Smith Institute)
연사1. Pedro Schwartz (Camilo Jose Cela Universitt): Thoughts for Tigers
연사2. Herbert G. Grubel (Simon Fraser University): Regulations of Economic Freedom
세션 2 Growth and Inequality
좌장1. Jerry L. Jordan (Pacific Academy for Advanced Studies)
연사1. Mark Skousen (Chapman University): GO Beyond GDP A Breakthrough In Macroeconomics
연사2. Nils Karlson (Ratio Institute): Statecraft and Liberal Reform in Western Democracies
연사3. Yaron Brook (Ayn Rand Institute): How the Campaign Against Economic
Inequality Undermines Political Equality
세션 3 Welfare and Taxation
좌장1. Deepak Lal (UCLA)
연사1. Robert A. Lawson (SMU): Freedom & Welfare: Taxation in the Liberal Tradition
연사2. Benjamin Powell (Texas Tech University): Freedom & Welfare:
Minimizing Taxation in Minimal State
세션 4 (브레이크아웃세션) Discussion on Session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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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 5/9>
세션 5 Gloal Financial Economy
좌장1. Jeffrey Inchul Kim (성균관대학교)
연사1. Jacob A. Frenkel (JP Morgan Chase&Co.): Remarks on central banking
in times of change
연사2. John B. Taylor (Stanford University): Monetary Policy for a Post-Crisis World
연사3. Jerry L. Jordan (Pacific Academy for Advanced Studies): Lessons in
Managing Fiat Currencies
세션 6 Free Market and Entrepreneurship
좌장1. J.R. Clark (University of Tennessee Chattanooga)
연사1. Israel M. Kirzner (New York University): The Ethics of Pure
Entrepreneurship : An Austrian Economics Perspective
연사2. Lars Peter Hansen (University of Chicago): Uncertainty in Economic
Analysis and the Economic Analysis of Uncertainty
연사3. Vernon L. Smith (Chapman University): Adam Smith on Moral
Sentiments and the Wealth of Nations: Trust Games, Emergence of
Property, Wealth Creation
세션 7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좌장1. Edwin J. Feulner (Heritage Foundation)
연사1. Burwell B. Bell (前 주한 미군사령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Reunification
연사2. Hee-sang Kim (前 대통령 국방보좌관):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세션 8 Korean Economy in the World
좌장1. Tae-Shin Kwon (KERI and FKI)
연사1. Randall Jones (OECD): Korea’s Economic Miracle: Government-led or
Market-driven?
연사2. Deepak Lal (UCLA): Evaluating the Korean Growth Mode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Economies in the 21st Century
연사3. Tae-Ho Bark (서울대학교): Korea's Trade Relations and FTA Policy
세션 9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 Korea
좌장1. Yaron Brook (Ayn Rand Institute)
연사1. Jin Kwon Hyun (자유경제원): Market Economy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in Korea
연사2. Jae Wook An (경희대학교):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a
National Leader
연사3. Ki Seong Park (성신여대): Labor Reform in Korea
세션 10 (브레이크아웃세션) Discussion on Session 5, 6, 7, 8, 9
Part. 4 전문가와 지식 네크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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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
대와 무역·통화정책 가능성
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
국의 갈등이 정치·외교관계
뿐 아니라 무역·통화전쟁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
다고 예상되고 있다. 이에 트
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
향과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일시 1월 7일(토) 14:30~16:30
장소 미국 주 시카고 총영사관 회의실

1. 개최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경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무역 및
통화 전쟁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기준금리를 인
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양적 완화 정책을 지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 경제는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고
SDR 바스킷 편입 등 위안화의 국제화는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어 이들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과 그 영향에 대
해 논의하기 위해 ‘2017년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최하였다.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발 표

Barry Eichengreen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
Steven Davis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Martin Eichenbaum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패널토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아시아 금융학회장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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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1. 개최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청년실업 심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자조하듯 헬조선, 금수
저·흙수저 등과 같은 용어가 회자되면서 사회이동성 악화에 대해서도 많은 우
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이동성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계층 이동성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궁극적으로는 사
회통합과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 프로그램
세션 1 주제발표(사회 : 이병태 KAIST 교수)
[발제 1] 수저계급론에 관한 사회학적 검토: 기회 불평등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을 모시고 사회이동성에 대
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소
득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
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으며 더불어 사회계층의 이
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발제 2] 한국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
발표자 :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
[발제 3]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국제비교
발표자 :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 2 종합토론(사회 : 이병태 KAIST 교수)

일시 2017년 8월 8일(화)
13:30~16: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토 론]
김상겸 단국대학교 교수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형재 고려대학교 교수
한 준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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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개룡남은 전설이 되었나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함께 고
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
였다. 세미나에서는 수저계
급론을 타파하려면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강화, 사회적 약자 지
원 등의 교육 개혁을 통해 맞
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계층 사다
리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개최배경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고방안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라는 지적
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개천에서
용난다’(개룡남)는 말이 전설이 되어버린 양 불신과 푸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교육격차와 부의 대물림
을 진단하는 한편, 계층 사다리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회계층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이라는 주제로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 프로그램
세션 1 주제발표(사회: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
[발제 1] 수저계층론과 교육개혁
발표자 :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제 2] 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
발표자 :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발제 3] 빈곤문제와 사회계층 이동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제언

일시 2017년 8월 23일(수)
13:30~16:1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발표자 : 김승욱 중앙대학교 교수
세션 2 종합토론(사회: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
[토 론]
김승욱 중앙대학교 교수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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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연구회

정치, 경제, 경영, 법학, 사
회, 회계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업 및 기업
집단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통합적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연구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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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기업·기업집단 정책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인식 형성을 위해 정치학·사
회학적 연구도 함께 수행한다.

2. 인적구성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김태진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부교수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3. 2017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8월 31일(목) 16:00
●주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전망 및 기업정책 연구과제 설정
●발표: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내용: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며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 부담
이 가중되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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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일시: 9월 25일(월) 16:00
●주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
●발표: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부교수
●내용: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과제 중 하나이
다. 그러나 중소기업 비용 부담 증가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최
저임금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
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기에 인상속도와 관련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3회]
●일시: 10월 30일(월) 16:00
●주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발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내용: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정은 ‘소득증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이다. 실
증연구로 이를 증명하나 상관관계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며 모형에서 누
락된 변수를 추가하여 재추정하면 유의성이 사라진다. 경제성장보다는
빈곤퇴치와 소득분배 개선의 수단에 더 적합한 측면이 존재한다.
[제4회]
●일시: 11월 27일(월) 16:00
●주제: 불평등의 현상, 원인 및 추세
●발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내용: 피케티를 비롯한 진보학자들은 불평등의 확대를 주장하나 전 세계적으
로 불평등은 1970년대 이후 하락했다. 한국의 불평등은 하락(90년대) →
상승(08년까지) → 안정(15년까지) 추세로 2000년대 이후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 기능이 확대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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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연구회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공정
거래법과 회사법 연구를 통
해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
을 지적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앞으로의 방향
성을 제시한다.

1.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연구를 통해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
을 개선하고자 ‘기업법연구회’를 발족하였다. ‘기업법연구회’는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있는 개별 규제와 제도에 대응하며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방법에 그
치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과 회사법의 체계가 법률의 목표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또한 경제학, 경영학 연구와 연계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하여
정책제언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다.

2. 인적구성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신석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3. 2017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1월 10일(화) 17:00
●주제: 내부거래와 공정성
●발표: 강상엽 베이징대학교 부교수
●내용: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에 집중하여 터널링과 자
기거래를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내부거래의 효
율성 판단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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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일시: 7월 24일(월) 16:00
●주제: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관계에 관한 일본 법제
●발표: 강영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내용: 회사가 보유하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와 그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식이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에서 명의주주 및 실질
주주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해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3회]
●일시: 8월 30일(수) 16:00
●주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발표: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된 타 법률들과 최근 발의된 공정거래
법 개정안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몇 가지 특징 및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쟁점별로 해법을 논의하였다.
[제4회]
●일시: 9월 20일(수) 16:00
●주제: 다중대표소송 再論 – 최근 상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발표: 천경훈 서울대학교 교수
●내용: 다중대표소송과 관련된 종래의 논의들은 대개 입법 여부에 대한 찬반에 중
점을 두고 있으나,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중
대표소송의 실제 파급력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에 최근 입법안을 중심
으로 다중대표소송의 쟁점사항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5회]
●일시: 10월 25일(수) 16:00
●주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쟁점과 상관관계
●발표: 신석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내용: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의 범위,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사업기
회’의 의미 해석,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조항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제6회]
●일시: 11월 15일(수) 10:00
●주제: 지능정보서비스 거래의 공정성 이슈
●발표: 홍대식 서강대 교수
●내용: 지능정보서비스 거래의 공정성 이슈는 시장 활성화 논의에서 함께 다루
어져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거래 창출과 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능
정보서비스 거래를 검토한 후, 공정성 이슈를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공정거
래법제 및 소비자법제의 접속 영역(interface)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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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회

노동법 연구회는 노사관계
논의의 보편타당성을 지향하
며 노동문제에 대해 원칙과
예외의 분명한 구분을 통한
공정질서 확립을 추구한다.
2017년 한해 동안 총 3차례
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주로
파견, 도급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1. 발족 배경 및 운영
본 연구회는 갈등이 첨예한 노사현안에 대해 노사상생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법·
노동경제·노사관계 전문가로 연구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이 선출한 좌장과 협의
해서 연구 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한다. 고용과 노동 관계법 전반을 아우르는 쟁
점을 중심으로 주제별 연구자를 선정하고 격월 1회 연구회를 개최하며 연구자료
를 검토 한다.

2. 인적구성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3. 2017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8월 21일(월) 16:00
●주제: 최근 판례의 도급과 파견 구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철강산업에서의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작업수행과 원청의 지시권
●발표: 김영문 전북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내용: 도급과 파견 구별 논의에 앞서 ‘외부노동력 활동’이라는 기업가의 경영
판단은 헌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기업가 경영의 자유’로서 사법심
사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청의 ‘상당한 정도’의 지휘명령권 행사 ‘정도’
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규범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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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업무수행전산관리시스템) 경우에는 사용자체를 불법파견의 증거로
본다면 택배기사, 화물운송운전자 등 PDA와 같은 전자기기로 업무 내용
을 전달받는 서비스산업에서도 하도급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2회]
●일시: 10월 20일(금) 14:00
●주제: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과 파견법 적용의 문제
●발표: 이정 한국외대 교수
●내용: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품 공급과 물류, 노동과정, 경영관리, 품질관리 등
제반 사업영역에서 필연적으로 표준화 또는 규격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사를 가맹점주에 대해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를 지속적으로 교육
하고 관리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이 ‘불법파견’ 판단에 혼란을 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상 종전의 도급·파견의 구별기준으로 판단하
기에는 무리가 있고 산업 자체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프
랜차이즈 업계도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자정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제3회]
●일시: 12월 8일(금) 16:00
●주제: 사내하도급의 판결 동향과 시사점
●발표: 권혁 부산대 교수
●내용: 현행 파견법하에서는 불법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
용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는 특정 계약 체결을 강제하기
때문에 사적계약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기 위하
여는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이익과 사용자의 계약자유원칙상의 이익보호
간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직장보장이익과
구직자의 직업의 자유이익 그리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도 상호 관계를 살펴보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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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회

시장경제연구회는 저성장 기
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
이는 현 한국경제에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
고자 한다. 경제 및 관련 분
야 전문가들의 식견을 모아
정책 결정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는 네 번의 연
구회가 개최되었다.

1. 발족 배경 및 운영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더하여 성장잠재력마저 저
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새로운 정책방향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회는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
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경제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
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
색하고 있다.

2. 인적구성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종석 국회의원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성태 (전)대한생명경제연구원 원장
박우규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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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KAIST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정재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

3. 2017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2월 10일(금) 11:30
●주제: 나는 나로써 존재한다. 나는 나의 비즈니스를 한다.
●발표: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내용: 사업성공비결은 7:3 법칙이다. M&A를 할 땐 100원을 투입해서 70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도전한다는 이른바 7:3의 법칙을 기반으로 100을 투
자해서 30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도전한다. 실패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다음에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
서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맺고 투자하고, 도전하게 하는 경영환경이 중요
하다. 기업하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갖춰야 하
는 조건들과 리스크를 이미 준비하고 고려해서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새
롭게 생겨나는 규제나 기준들이 나오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
고, 뒤처지게 된다.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
활동 또한 선순환을 찾아가게 된다.
[제2회]
●일시: 4월 7일 (금) 11:00
●주제: 오늘의 한국안보, 대 도전과 기회의 시대
●발표: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내용: 핵과 군사도발, 간접침략 같은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으
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고 나아가 온 세계에 핵 국가로 인정받게 된다면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역시
국가 안보태세의 재정비 강화이다. 사실 우리 안보, 얼핏 튼튼한 것 같아
도 실은 취약하고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통일외교도 좀 더 적극적이
고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 통일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큰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재정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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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좀 더 지혜로운 성찰과 잘 정제된
계획, 그리고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비와 병력감축
도 재검토해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3회]
●일시: 6월 15일 (금) 11:30
●주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한미통상 관계의 미래
●발표: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내용: 최근 글로벌 무역은 둔화 또는 정체양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의 사양 산업에 대한 자국
기업 및 노동시장 보호가 목적으로 유치산업 보호 정책의 일환인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차이가 있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자국우선주의, 신보
호무역주의, 대중강경책, 제조업 및 일자리 등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동시에 상호 신
뢰를 기반으로 한 한미 통상 관계 구축 필요하다. 당분간 통상질서의 변
화가 불가피하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한미통상관계를 위하
여 한미FTA를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가 호혜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4회]
●일시: 10월 27일 (금) 11:30
●주제: 정부가 더 할 일, 그만 할 일
●발표: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내용: 정부가 축소해야 할 기능은 과잉통제, 과잉지원, 과잉선택, 과잉시장참
여, 과잉면피 정책이다. 과잉지원의 대표는 진흥기능으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직접 지원은 과도한 수준이다. 과잉선택은 정부의 고르기 욕심으로
공공부문이 시장을 대신하여 생산요소를 평가하는데서 발생한다. 공공
기관의 과잉 시장참여는 국민의 공짜의식을 키우고, 민간기업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 지연과 전체적 고용창출
을 불리하게 만들며, 과도한 비용지출로 인해 방만 경영과 전체적인 자
원배분 왜곡을 야기한다. 면피정책에 집중하면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할뿐
더러 미흡한 성과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확
대해야 할 기능은 사회통합, 질서유지, 정책집행 세 가지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와 같이 정해진 업무 없이
타 부처를 개혁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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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연구회

1. 발족 배경 및 운영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논의하
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4차 산업혁명 연구회
를 발족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최
소화,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4차 산
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한 규제설계 등이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이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인적구성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
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4차 산
업혁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을 도출하기 위하여 4차 산
업혁명 연구회를 조직·운영
하고 있다.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 2017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10월 11일(수) 16:30
●주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방안
●발표: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술혁신과 규제는 대립과 공존의 양면성이 존재
하며 이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설계하느냐 하는 것이 기술혁신과 규제 정
립의 관건이 된다. 향후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와 순응비용, 엄격성/시의
성/유연성/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들의 불확실성, 다
학제/융복합성 등도 고려하여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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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일시: 11월 22일(수) 16:30
●주제: 시스템 어프로치 생태계 전략
●발표: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
●내용: 융복합 산업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분절적이고, 단
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민간시장 창출 및 견인에 한계가 있다. 생태계
전략을 적용하여 기술혁신 관점에서 비즈니스 혁신 관점으로의 사고를
전환하고, 통합적 시각에서 정책 추진, 합리적인 생태계 설계,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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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경제교육

경찰의 법질서 확립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우리

2017년 운영 실적
경찰 지휘관 경제교육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 교육기간 : 11월 15일(수)~16일(목)

사실을 인식시키고, 한반도

● 교육장소 : 아산 경찰대학 및 당진 현대제철 공장

안보 및 경제 현실에 대한 이

● 교육대상 : 경찰 지휘관 및 국장급 공무원 42명

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

● 교육내용 : 기업의 경영사례 및 기업가정신 CEO 특강

하였다.
경찰 중간관리자 경제 아카데미
● 교육기간 : 12월 4일(월)∼5일(화)
● 교육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 교육대상 : 중간간부(경감·경정) 80명
● 교육내용 : 기업에 대한 이해, 한국인의 경제전략, 한반도 안보위기 분석,
4차 산업혁명시대 법의 역할, CEO특강, 리더십과 조직관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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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장경제교육

2017년 운영 실적
초·중등교사 경제교육 역량강화 연수
● 교육일시 : 1월 11일(수) ∼ 13일(금) (비사회과)
1월 18일(수) ∼ 20일(금) (사회과)
● 교육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 교육대상 : 전국 초·중등 교원 160명 (사회과, 비사회과 각 80명)
● 교육내용
-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 경제전망, 한국경제발전사
- 노동과 인적자원의 이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경제기사와 통계 제대로 읽기

미래 한국경제의 주역인 청
소년들의 경제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와 노동시장, 기업
이 원하는 인재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우수한 경제교육
티칭법을 상호 공유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여성CEO 강연, 교대 총장 강연
- 경제교육 티칭 우수 교사를 발굴하여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의
초·중등 교사 ‘교과서 밖 경제 이야기’
● 교육주최 : 한경연, 한국교총
● 교육일시 : 1월 9일(월)∼11일(수)
● 교육장소 :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 교육대상 : 초·중등 교원 90명
● 교육내용
- 대한민국 과거 : 대현민국을 만든 기업인 이야기
- 대한민국 현재 : 국내외 경제 트렌드와 한국경제, 기업실무자 특강
- 대한민국 미래 : 미래 산업동력 이야기, 한국경제 미래대응전략
초·중등 교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이야기’
● 교육주최 : 한경연, 한국교총
● 교육일시 : 8월 9일(수) ∼ 11일(금)
● 교육장소 :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 교육대상 : 초·중등 교원 총 90명
● 주요내용
- 경제·기업 : 4차 산업혁명 트렌드, 기업세계의 이해, 한국경제분석
- 교수법 :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체험식 경제교육 사례
Part. 4 전문가와 지식 네크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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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일반인 경제교육

기업의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긍정적인 기업관 및 일을 대

2017년 운영 실적
회원사 임직원 시장경제교육

하는 자기주도적 태도에 대

● 교육기간 : 1월∼12월

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 교육대상 : 롯데, 한진 등 9개 회원사 임직원 (총 1,500여명)

지역사회에 풀뿌리 경제교육

● 교육내용

을 실시, 인문·예술학 융합

-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기업관·경제관·역사관

형 경제강좌를 구성하여 재

- 한국경제 전망과 분석

미있게 시장경제원리를 학습

- 어떻게 일할 것인가, 자기주도적 삶, 리더십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등포구 마루 아카데미
● 교육주최 : 한경연, 영등포구청
● 교육기간 : 3~12월 총 8강좌 (1강좌 총 6강)
● 교육대상 : 영등포구민 280명
● 교육내용 : 경제개념과 인문·예술학 융합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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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명

내용

인문

미처 몰랐던 TV 속으로의 여행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경제

예술

이 세상! 뭣이 중헌디?

시장경제 기초, 금융의 이해

인문

금요일의 브람스 한 잔, 경제 한 스푼

문학작품 속 경제이야기

예술

문화 속에서 “나”를 발견하다!

영화산업과 시장경제

인문

지식이 높아지고 부가 쌓이는 가을 여행

대한민국 기업인 이야기

예술

알쓸유잡(알아두면 쓸모있고
유익한 잡다한 지식)

법과 경제, 시장경제의 역사

인문

영등포구민과 함께하는 경제 사이다

교양 세계경제사

예술

문화를 그리는 예술자가 되어

소비자의 이해,
영화 속 정부이야기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미래세대 시장경제교육

2017년 운영 실적
Young Leaders’ Club (Y.L.C)
● 교육기간 : 3∼6월(상반기), 9∼12월(하반기), 각 15주 프로그램
● 교육대상 : 전국 7개 지부 대학생 240명(안암·관악·충청·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지부)
● 교육내용 : 경제세미나(미시, 거시), 대학생 공개 경제강연회, 대학생 경제이슈 찬반토론회 등
Elite Intensive Course (E.I.C)
● 교육기간 : 3∼6월(상반기), 9∼12월(하반기), 각 15주 프로그램
● 교육대상 : 수도권 소재 대학생 170명
● 교육내용 : 시장경제 강연, 경제골든벨, 경제이슈 카드뉴스 제작,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창업 체험, 광고 만들기 체험, 언론사 대학생 필진 참여 등

한 학기 과정의 집중 시장경
제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 기업관을 정
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양한 기업경영 학습활동을
통해 유수의 미래 기업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대학시장경제강좌
● 교육기간 : 2017년 2학기
● 교육대상 : 총 7개 대학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남서울대, 동덕여대, 한양대, 항공대)
● 교육내용 : 한 학기 과정의 교양 시장경제강좌
- 시장경제의 이해, 기업에 대한 이해
- 세계경제발전사, 한국경제발전사
- 금융·법·행정과 시장경제
APEC Voices of the Future 한국대표단
●취
지 :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홍보할 청년리더 양성
●기
간 : 11월 5일(일) ∼ 11일(토)
●장
소 : 베트남 다낭
●주
최 : 한경연, 외교부
● 참 석 자 : APEC 21개 회원국 청년대표 120명
● 한국대표단 : 공식 오픈 선발 경쟁을 거쳐 선발한 청년 대표단 3명
● 교육내용 : APEC 한국 제안사항 발표, 국제이슈 토론회 참석, APEC CEO Summit 참관 등
※선발 대회
-기
간 : 2017. 9. 21(목)
-장
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 대회주제 :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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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도서 발간 및
시장경제강사 양성
심화 경제학습을 원하는 일
반인을 위한 시장경제 각론

2017년 운영 실적
「쉬운 노동경제학」 발간

도서를 발간하였으며, 젊은

● 사업취지 : 시장노동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교양 수준으로 소개

시장경제강사를 발굴·양

● 도서저자 : 남성일 서강대학교 교수

성하여, 자체 강사진 및 자

● 도서내용 :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결정이론, 노동이동, 노동조합, 실업문제,

체 도서를 보유한 체계적인

디지털시대의 노동환경 등 노동경제이론

교육원으로 성장하고자 하
였다.

시장경제강사 양성
● 사업취지 : 친근한 아이템으로 강의하는 젊은 시장경제강사 양성
● 사업대상 : 시장경제 관련인사 총 16명
● 사업내용 : 시장경제강사 양성 시스템 운영
* 분야별 시장경제 관련인사 발굴 → 인문·예술 융합형 컨텐츠 개발 유도 →
강연 데뷔 (구청 경제교육 플랫폼 활용)

156

2017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백서

04

도서발간,
정기간행물

ANNUAL REPORT

단행본:
수저계급론의 진단과 정책 제언
곽금주 | 서울대학교 교수 외 10인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회를 자조하듯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등과 같은
용어가 회자되면서 사회이동성 악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본 연구에

우리나라 소득계층 이동가능

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수저계급론의 실체를 분석하고 향후 사회이동성을

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타났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

2. 연구내용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우리나라 소득계층 이동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

우리나라 교육격차는 고착화

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동일계층 잔류확률

된 수준은 아니며 교육정책

은 저소득층 29.8%, 중산층 38.2%, 고소득층 32.0%로 나타나 계층이동 가능성

개선을 통해 교육의 계층 사

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이동성도 OECD 17개국 중 8번째로 높

다리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으며 일본, 미국, 독일보다 높아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분석되었다.

에는 중하위층·사회약자를 위한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격차는 고착화된 수준은 아니며 교육정책 개선을 통해 교육
의 계층 사다리도 복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에 들어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가정배경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의 평
균점수가 낮아졌지만 이는 학교 책무성 정책이 점진적으로 폐지되던 시기에 발
생한 결과로서 정책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추후에는 사
교육 경감대책,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평가
통계나 인식의 오류를 걷어내고 사회계층 이동성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여
수저계급론의 발생 원인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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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이승석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분석과 향후 경제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업의 경
영전략 수립을 쉽게 하고 정책당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심도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

2017년 성장률을 3월호

분의 회원사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방향 제시는 민간

2.5%, 6월호 2.9%, 9월호

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8%로 급변하는 경제상
황 속에서도 비교적 일관되

2. 연구내용
2017년 3월호(통권 제27-1호)

게 전망하였다. 6월호에서의
전망 상향은 소비심리 개선

전망 2016년 2.7%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여 2017년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세

전망했다. 세계경제의 호조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의 구

계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의

조적인 요인가 경제정책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

급증을 고려한 것이었다. 9

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1.8% 성장을 기

월호에서 2018년 성장률은

록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는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기저효과로 인

2.7%로 2017년의 2.8%에

해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비해 소폭 낮은 수준으로 전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유가 하락 진정, 공공요금 추가 인상 등

망했다.

으로 전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어 1.6%로 오를 전망이며, 시장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로 0.4%p 오른 2.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2017년 6월호(통권 제27-2호)
전망 2017년 우리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2.9%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호
에 비해 0.4%p 전망을 상향조정한 것은 설비, 건설 등 투자가 내수를 견인하
는 가운데 세계경제 호조에 따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
문이다. 소비는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부
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수출호조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
로 6%대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ICT부문
의 투자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반면,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오던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조정과 정부의 SOC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2016년 대비
5.4%p 감소한 5.3%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적인 교역량 확대
와 수출단가 회복으로 올 연말까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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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호(통권 제27-3호)
전망 2017년 우리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8%를 보일 전망이며, 2018년에는
0.1%p 감소한 2.7%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월호에 비해
2017년 성장률을 0.1%p 하향 전망한 것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부동
산시장 정책으로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위축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가계평균소비 성향 하락세가 완
화되면서 증가세 확대되어 2.2%의 양호한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 역시 높은 세계교역량 지속으로 올 연말까지는 두자리수의 성장
률을 지속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하반으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
로 보이며 2018년에는 강력한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마이너
스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호황은 우리나라 주력상품의 호황
이 이어지고 제품단가가 회복됨에 따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 실패, 주택경기 급랭, 노동 유연성 약
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북한의 핵리스크
등이 향후 성장률 전망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12월호(통권 제27-4호)
전망 2017년 우리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3.1%를 보일 전망이며, 2018년에는 다소
위축한 2.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수정전망했다. 지난 9월호에 비해 2017
년 성장률을 0.3%p 상향 전망한 것은 3분기 수출실적이 예상을 웃도는 한
편 건설투자의 위축폭 또한 예측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2018년도에도 대외
여선의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개선세를 이어가겠지만 설비
투자와 건설투자는 올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
에 있어서 상방리스크 보다는 하방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
로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증가, 주택경기 급랭,
노동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대외적으로는 주력 수출제품의 가격
조건 악화, 한미 FTA 재협상 등이 향후 성장률 전망에 하방리스크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3. 평가
대외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이 분기별로 수정되었지만 2017년의 흐
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형 개선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
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이를 둘
러싼 정치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의적절하고 바람
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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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KERI Economic Bulletin

1. 연구배경 및 목적

김창배 | 연구위원ㆍ이종호 | 연구원

시장의 세계적 연결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상황의 변화가 국내뿐 아니라 해
외 경제주체(가계, 기업, 투자자, 정부 등)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
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영문보고서를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대한

발간한다.

민국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
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고

2. 연구내용

자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요약인 Executive Summary, 최

망 그리고 시의적절한 정책

근대한민국의 경제 동향과 다음 기에 대한 전망, 시의성 있는 정책 이슈에 대

이슈에 대해 영문으로 보고

한 분석이 있는 Economic Trends and Outlook이다. 대한민국의 GDP는 2016년

서를 작성하였다.

2.7%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여 2017년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호조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의 구조적인 요인과 경제
정책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
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1.8%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
는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전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어 1.6%로 오를 전망이며, 시장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 효과로 0.4%p 오른 2.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대한민국 수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 일대일로 및 미국 인프라 투자 참
가, RCEP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3. 평가
영문으로 된 간결한 보고서로 주요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동향, 전망 및 이슈에
대해 명확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의성 있는 거시 정책 이슈에
대해 간략한 원인 분석 및 정책을 제시하여 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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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나현 |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국내외 경기 동향에 대한 기
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을 관찰하여 지수화한 경기 판단 지표로 금융업 등 경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향

기 대응성이 낮고 조사가 곤란한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산업 중 매출액 우선순위

후 경기전망 지표로서 조사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발표한다. BSI는 긍정·보통·부정의 3점 척도를

결과의 시의성, 조사과정 상

기준으로 전체 응답 중 긍정적인 비중과 부정적인 비중의 차이를 기초로 한 공

의 간편성, 조사 대상 업체

식을 사용하여 지수화한다.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준치(100)보다 큰 경

응답의 편리성을 강점으로

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보다 많

가지며 특히 본원 조사는 매

음을 의미한다.

월 발표한다는 점에서 차별
화되어 있다.

2. 연구내용
2017년 1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17.1월 전망치는 89.9, '16.12월 기업 실적치는 91.1을 기록했다.
정책과제 '17.1월 전망치는 '16.11월 전망치(89.8)와 12월 전망치(91.7)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90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 ▷불안한 국내여건
지속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위험성 증대 ▷중국의 중속 성장
궤도 진입 등을 지적했다.
2017년 2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2월 전망치는 87.7로 1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1월 기업 실적치(89.2)
도 100을 하회했다.
정책과제 기업 매출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큰 변동폭('08년 23.2% → '09년
2.0% → '10년 19.0%)을 보였다가 점차 성장세가 하락하여 '14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민간소비
활성화 ▷영국의 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에 대비 등을 제시했다.
2017년 3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3월 전망치는 92.1을 기록, 기준선 100에 못 미쳤다. 2월 실적치(88.1)도 최
근 1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책과제 ▷미국·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국내 해운업계 구조조정으로 운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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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환율 하락세 등을 지적했다.
2017년 4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4월 전망치는 93.3을 기록, 최근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비록 11개월째 기준
치 100을 밑돌고 있지만, 기업 심리가 2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
냐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3월 실적치(95.9)도 전월에 비해 상승했다.
정책과제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 등 대외적 요인에도 불구, 연초 이후 수
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불확실
성 최소화를 제시했다.
2017년 5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5월 전망치는 91.7로 3개월 만에 하락했다. 5월 전망치의 경우 가정의 달
관련 내수에 대한 기대로 4월 전망치보다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금번 전망
치(91.7)는 지난 4월(93.3)보다 1.6 낮아졌다. 4월 실적치는 한 달 만에 다시
90 아래로 떨어진 89.7을 기록, 24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정책과제 5월 계절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하락한 이유로 ▷휴일 증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국내 정책 불확실성 ▷미국·중국의 보호무역주
의 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지적하면서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계기로 소비심리 개선 노력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 등을 제
시했다.
2017년 6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6월 전망치는 99.1로 전월에 비해 7.4만큼 상승했지만, 기준선 100에는 여
전히 못 미쳤다. 5월 실적치(96.0) 역시 4월에 비해 올랐으나 25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정책과제 기업들이 작년 11월 이후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 대내 불확실성의 해소로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 미국,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 ▷수출의 편중
효과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
한 기대감이 제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활력을 증대하는 새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7월 전망치는 95.6으로 체감경기 부진이 외환위기(31개월 연속 부진) 이후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6월 실적치(94.9)는 26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
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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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기업 경기 전망이 부진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 여름 휴
가시즌에 의한 조업일수 감소 ▷미국 금리 인상 ▷통상환경 악화 등을
지적했다.
2017년 8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8월 전망치는 92.4로 기업 심리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전망치 평균도 과거
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다. 7월 실적치(91.7)는 27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
회했다.
정책과제 부정적 경기전망이 지속된 이유로 ▷내수 부진 ▷휴가시즌과 장마로
인한 생산 차질 등 계절적 요인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우호적 경영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9월 전망치는 94.4를 기록, 기준선 100을 여전히 넘지 못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와 국내 파업, 통상임금 소
송문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관련 업종의 9월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한참
밑돈 77.6을 기록했다. 8월 실적치(88.5)는 4개월 만에 90 아래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최근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책과제 기업 심리가 100을 넘지 못한 이유는 부진한 경기 회복세에 ▷대북리
스크에 따른 긴장감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미FTA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
을 제시했다.
2017년 10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10월 전망치는 92.3을 기록, 17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을 뿐만 아니
라 전달에 비해 더 떨어졌다. 예년에는 추석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석
있는 달 전망치가 그 전달보다 상승하곤 했는데, 올해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실적치(96.0)의 경우 전달(88.5)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정책과제 ▷대북리스크 ▷G2 국가의 보호무역 지속 등을 부진 요인으로 지적하
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로 경제 전반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7년 11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11월 전망치는 96.5를 기록, 전월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에
는 못 미쳤다. 그에 비해 미국, 중국, 독일 기업의 경기 판단은 올해 들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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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실적치(95.0)의 경우 30개월 연속 기준
선 아래다.
정책과제 3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4% 성장했지만 현장의 체감도와는 차
이가 있는데, 그 이유로 ▷수출의 편중 효과 ▷내수 부진 등을 부진 요
인으로 지적했다.
2017년 12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12월 전망치는 96.5를 기록했다. 2017년 내내 기업 심리가 부정적이었는데,
이처럼 전망치가 한 번도 기준선을 넘지 못한 해는 외환위기('97, '98)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BSI(93.5)는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실적치는 93.6으로 전망치과 실적치
모두 부진이 만성화되었다.
정책과제 IMF 외환위기 20년인 올해 내내 기업 심리는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
로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 ▷북핵문제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등을 지적하면서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돌아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 평가
매달 진행되는 조사·발표를 통해 기업 체감 경기를 시의적절하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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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칼럼

●● 2017년 KERI 칼럼 게재 현황 ●●
KERI 칼럼은 한경연이 추

날짜

내용

필진

001

1.6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줄도 모르나

박동운(단국대 명예교수)

Enterprise)’, ‘자유경쟁

002

1.26

최순실사태의 뿌리와 토양

(Free Competition)’의 가치

003

3.3

004

3.14

럼의 주요 내용 및 필진은

005

5.31

다음과 같다.

006

6.14

뉴딜정책의 교훈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007

6.29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민간 부문에서 찾아야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008

7.12

한미 FTA 재협상 전망과 대응방안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009

8.02

문제는 중소기업 경쟁력이다

010

8.18

011

8.30

012

9.06

013

9.27

구하는 ‘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기업(Free

에 부합하는 정론을 펼치는
장으로 2017년 중 KERI 칼

014 10.18
015 10.25
016 11.01
017 11.15
018 11.22

늑대 떼(Wolf-pack)의
공격과 상법개정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
더 나은 규제가 되기 위한 기본
기본소득제 바로 알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의 의미
경제 살리는 정기국회
되기를 기대한다
뿌리 깊은 배금주의 논란,
교육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는 요원한 것인가
실물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할 때
청년실업 해결 위해서는
중등진로교육 강화해야
OECD통계는 한국 대기업이
고용을 적게 한다고 말하고 있나
당신은 애호박 할머니를 위해
얼마를 내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지식생산물 투자와
풀어야 할 숙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020 12.11
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
019

12.7

0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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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_
Cyber KERI
1. 사업의 목적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
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른 회원들의 다양한 요
구를 수용하고, 정보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 지식정
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명실상부한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Data Bank’로
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의 구조화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www.keri.org)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 등 본원에
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
책 등에 대한 분석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
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
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
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
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온
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온라인 지식정
보 서비스는 본원의 연구발
간물을 게재하는 ‘연구자료’
부문,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
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
석정보를 제공하는 ‘이슈분
석’ 부문,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정보를 제공하는 'KERI
DB' 부문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략 수립, 최근 경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슈분석’ 부문에서는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는 ‘KERI Facts’,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담은 ‘KERI 브리프’와 다양
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KERI 칼럼’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KERI DB’ 부문은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 예측, 계획을 관찰
하여 지수화한 경기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산출하여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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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대한 알기 쉬운 영상강좌인 ‘KERI 아카데미아’가 구
축되어 있어 시장경제, 자유주의, 정책어젠다,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본원 연구진과 각계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및 연구지원을 위한 모임
인 각종 연구회의 발표자료를 게재하는 ‘지식네트워크’ 부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회원 개개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KERI 칼럼'과 ‘KERI 브리프’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안내 및 주요 콘텐츠를 종합·정리한 KERI Mailzine 등 뉴스레터를 발송하
였다.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와 같은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한 이래 현
재 회원수가 7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부
터 모바일 웹(m.keri.org)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에게 본원의 온라인 지
식정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페이스북(https://www.
facebook.com/keri2016)과 트위터(twitter.com/keri_org), 네이버 블로그(blog.
naver.com/keri1981)를 통해서도 정보의 유통과 회원들과의 소통이 활성화되어
열린 지식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는 KERI
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장경제 철학을 전파하는 유용한 기제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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