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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2010년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충격적인 대남도발로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현실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는 와중에서도 G20 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대
한민국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도 돋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다사다난했던 2010년
동안 제기된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자유시장₩자유기업₩자유경쟁이라는 창립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기초연구들을 차분히 진행하였습니다.『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연구사업과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담아냄으로써 스스로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경제연구원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여러 회원사와
독자 여러분께도 본원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해 장
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새로운 10년을
향한 진일보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을 시작한 지난해에 우리 연
구원은 미국 아틀라스경제연구재단(Atlas Economic Research Foundation)이 매년 전 세계
싱크탱크 중 자유시장경제 신장에 기여한 우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템플턴 자유상
(Templeton Freedom Awards for Excellence in Promoting Liberty)의‘자유시장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부문의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이기에 템플턴상의 수상은 본원으로서는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
니다.
2010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사업을 목적별₩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우선 반시장적 정부조치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현안문제에 시의적절하
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업의 현안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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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카르텔 관련 기업제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반시장적₩역차별적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비상장주식 가치

비판, 사내하도급 문제나 타임오프 등 노사관계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연구, 재무구조개

평가와 법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별과제는 국제경제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거시

선약정₩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등 기업활동 애로요인에 대한 현안분석과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하

경제 현황과 정부의 역할/기업법 및 경쟁제도 개선과제/기업정책의 문제점과 성과/노동시장

였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을 분야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및

분석과 일자리 창출/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과제/시장경제의 심층적 이해/안보

투자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기업들이 적응하는 데 조력코자 하였습니다. 이 분

역량 강화와 북한 급변사태 대비 등 8개의 주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야에서의 연구과제는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협약과 녹색성장정책 대응, 투자

연구부문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우리 연구원은 지향하는 바를 더 광범위한 대중과 공유

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타당성, 미디어산업 디지털화와 콘텐츠시장 재편, FTA의 확대와

하기 위해 2010년 경제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경제교육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

경쟁전략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금리,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망, 글로벌

습니다. 우선 그 일환으로 제한된 오피니언 리더그룹에서 공직자, 중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임밸런스, 유럽발 재정위기와 G20 의제, 국가채무를 비롯한 경제위기 극복 관련 주요 쟁점,

기업체 임직원, 고교생으로까지 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올바른 시장경제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감독, 신국제금융질서 도입과 관련된 금융제도 및 규제제도에 대한 분

의 이념과 철학이 반영된 시장경제교재 개발을 위해 기존 경제학 개론서와 차별화한『시장경

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로서 친시장적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제 원론』
(가칭) 편찬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설득하기 위한 시장경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작업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1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자유기업₩자유경쟁에 대한 확

의 일환으로 기업정책, 규제개혁 정책, 교육정책, 대외통상 정책 등 총 15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역량을 더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적 싱크

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이

탱크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백서가 지난 작업에 대한 단순한 평가에

명박 정부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공정사회론’
에 따른 친서민 정책에 대해 서민금융, 보육₩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고민하는 바탕으로 기능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육 지원, 의료복지 등 11개 주제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선화 부연구위원, 최남석 부

관련 주제를 분석하여 공정사회론이 가진 문제점과 허구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경제 창

연구위원, 이소영 부연구위원, 임병화 선임연구원, 김영은 선임연구원, 김정하₩채원영 연구조

달의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자유주의와 기업가정신 등의 주제를 이론적₩역사적으로 재조

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명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 북핵 위협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
운데, 본 연구원은 안보부문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외교안보연구실을 신설하고 북한의 급변
사태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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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제들은 각각 대표과제와 개별과제의 형식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대표과제는 카르

한국경제연구원

텔 종합연구/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현 정부

원장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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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강
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경제기술조사센터」
(1967년)를 확대₩개편
해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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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1
2
3
6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
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
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
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
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
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1981
1982

4
2

1984
198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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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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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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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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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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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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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
2005

9
1
2
4
2
3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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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7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09

3
3
4
6
12
3
12
5
6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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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
의 기능을 수행한다.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설립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부원장 구석모 취임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발족 (회장 유창순)
부원장 조규하 취임
부원장 구석모 취임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부원장 손병두 취임
본원의 장기발전계획『KERI Vision 21』수립 및 CI 제작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본원의「자유기업센터」→
「(재단법인)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창립총회 개최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회원서비스센터」신설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국제경제연구센터」신설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규제연구센터」신설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기존 8센터 3개실의 연구조직을「경제연구본부」
,「기업연구본부」등 2개 본부 및
「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등의 2개실로 개편
「경제교육본부」신설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규제개혁추진단」발족 운영
『규제개혁 종합연구』발간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내 경제교육팀 신설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연구지원실 폐지, 연구조정실 내 3팀 체제로 개편(연구지원팀, 홍보팀, 재무회계팀)
기존 3본부 1실의 연구조직을「법경제연구실」
,「기업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
「거시경제연구실」
,「경제교육실」
,「연구조정실」
,「정책기획실」등의 7실 체제로
개편
「법경제연구실」
과「기업연구실」
을「기업연구실」
로 통합,「외교안보연구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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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임원 및 실 소개

박승록
김영용 원장

3771-0005

학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력

주요경력

yykim@keri.org

전남대 교수,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분야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김현종

국제금융론, 자유시장경제, 기업이론,

학
력
주요경력

경제규제

KERI

연구분야

김학수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기업연구실

이선화

기업이론, 산업조직, 경쟁정책 등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를 수행하며, 기업지배구조와 회사법 그리고 시장경제의 창
달을 위한 법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규제개혁, 민영화
및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기업금융₩노동₩교육₩고령화 등 기업 경영환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정책₩중소기업정책₩산업정책 등
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여러
기업과 산업에 관한 연구도 수행한다.

조성봉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박성준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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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유진성
학
력
주요경력

sbcho@keri.org

연구분야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국대 겸임교수, 한국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감
사원 자문위원, 한국비교경제학회 총무이사, Ohio State
U 교환교수, 산업조직학회 이사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정부규제이론

김영신

3771-0016

3771-0046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psj@keri.org

신석훈

Northwestern U 경제학 박사
미국 Cornell대 객원교수,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자문위원,
국제경제연구원(현 산업연구원) 연구원, 노동경제학회 이사
노동경제, 법경제학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3771-0027

psr@keri.org

Northern Illinois U 경제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산업조직론, 계량경제, 응용미시, 기술경제, 중국경제

3771-0036

kim@keri.org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적 자문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위
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조직, 기업지배구조, 경쟁법, 재무관리

3771-0022

hskim67@keri.org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hio State U 경제학 강사
조세정책분석, 계량경제학

3771-0025

slee@keri.org

U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
산업조직, 응용미시, 패널데이터 분석

3771-0077

jsyoo@keri.org

U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
U of Washington 강사 및 수업조교,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노동경제, 응용미시/미시계량

02-3771-0071

ykim@keri.org

George Mason U 경제학 박사
U of Northern Virginia 객원교수, School of ManagementGeorge Mason U(Graduate Teaching/Research
Assistant)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3771-0047

sshun@keri.org

연세대 법학 박사
규제연구 사무국장, 한림대₩서울여대₩경원대 강사,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임원 및 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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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화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3771-0066

bhlim@keri.org

최남석

KAIST 수학 박사
KAIST 자연과학연구소 연수 연구원, KAIST 수리과학과
연습 및 교육 조교
금융경제학, 금융수학, 응용미시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3771-0037

nchoi@keri.org

U of Colorado, Boulder 경제학 박사
Dordt College, Iowa, U.S. 경제학 조교수
U of Colorado at Boulder 강사 및 T.A.
경제성장발전, 국제통상투자, 거시경제학

이소영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3771-0024

soyounglee@keri.org

연구조정실

U of Virginia 경제학 박사
U of Virginia 강사
거시경제

민간 유일의 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그 연구역량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조정₩평가와 예산₩지출을 포함한 연구지원 업무
를 수행한다.

외교안보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금융정책, 금융기관, 금융시장 등의 금융 분야와 재정 및 세
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사업의 기본방향
은 국내외 금융₩조세 관련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당국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기업금융의 선진화와 재정
의 효율화 및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금융₩조세 분야
의 최신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발전시키는 것이다.

기업들에 중요한 환경변수인 국가 및 국제경제의 주요 흐름
과 성장, 고용 등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
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어 연구한다. 아울러 시의적절한
현안 분석, 경제 전망,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이 중요한 활동이다.

조경엽
송원근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이태규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김필헌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강성원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황상현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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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0021

wsong@keri.org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주)원정제관 대표이사,
연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건국대학교 강사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3771-0041

tklee@keri.org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강사
화폐금융, 금융제도, 응용계량경제

3771-0048

phkim@keri.org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Western Washington U, Ohio State U 경제학 강사
거시경제분석, 경제성장, 금융산업

3771-0013

sungwonk@keri.org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경제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제사, 국민연금, 재정, 정치경제학

3771-0030

shwang@keri.org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U of Texas at Austin 수업조교
재정학, 환경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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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안순권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변양규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설 윤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김창배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3771-0042

glcho@keri.org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
제분석팀장
재정학, 거시경제학

3771-0015

skahn@keri.org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일본 게이
오대 미디어센터 초빙연구원, 서울경제신문 정경부₩국제
부기자, 한국외환은행 조사부
거시경제, 화폐금융, 미국공인회계사

3771-0026

econbyun@keri.org

Texas A&M U 경제학 박사
Texas A&M U 경제학 강사, Rochester U 경제학 강사
거시경제, 노동경제

3771-0012

seoly@keri.org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과 조교
응용계량경제, 베이시안계량경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3771-0017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성대 강사
거시경제

kcb@keri.org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공고화와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한 외교
및 국방정책,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 및 통일
정책을 연구한다.

이춘근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3771-0033

이주선
학
력
주요경력

cklee@keri.org

U of Texas 정치학 박사
Ohio State U 전쟁사 박사과정 수료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해양전략연
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부원장, U of Victoria(in
Canada) 교수, 서울대₩연대₩고려대₩이화여대₩숙명여대
강사
전쟁론, 전쟁사, 전략론, 강대국 국방정책, 북한 군사

연구분야

이병욱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김영은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이병기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경희대 국제경영학 박사, Boston U MBA
전국경제연합회 산업본부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
무국장, 미국 헤리티지 재단 객원연구원, 친환경상품진흥
원 이사
기업구조조정, 산업정책, 환경정책, 기업재무관리

조동호

3771-0052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ABAC 2005 사무부총장, 외교통
상부 경쟁정책 부문 자문위원, Ohio State U 초빙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전자상거래 정책자
문위원
산업조직론, 규제개혁과 민영화, 법과 경제학, 공정거래
법, 도시경제학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를 개발₩검토₩발굴하며 이슈페이퍼,
KERI칼럼, 신문잡지 기고 등 단기과제를 발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본원의 대외적인 공식 활동을 지원
하고 언론에 대한 공식적인 창구의 역할을 맡으며, 각종 출판
물에 대한 편집 및 출간을 담당한다.

LBW@keri.org

3771-0304

zrhee@keri.org

정책기획실

경제교육실
우리나라에 만연한 반시장 및 반기업정서가 현실 경제, 특히
시장경제 및 기업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다고 보고, 왜곡된 경제관과 기업관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집행한다. 특히 국가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끄는 집단인 오피니언리더 그룹을 대상으
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시장경제교
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를 제공한다.

3771-0038

학

력

연구분야

3771-0031

LBK@keri.org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 감사
원 IT감사위원회 위원, 미국 Vanderbilt대 공공정책연구
소 초빙연구원
기업연구, 기술정책, 산업조직, 제도경제

3771-0049

cdh@keri.org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및 U of Maryland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환경경제, 지역경제

kye@keri.org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전경련 국제경영원 선임연구원, 단국대₩백제예술대 강사
경제교육,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시장경제 조사/분석
임원 및 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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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0년 연구사업

1. 대표 연구과제
카르텔 종합연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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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카르텔 종합연구

르텔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부당

가. 카르텔 규제와 경제학 이론₩실증연구 개관
│대│표│연구과제│

구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본 연구는 카
공동행위 사건에서 분석방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실증적으로도 일반

■ 김현종

카르텔에 대한 분석과 입찰담합에 대한 분석방식

카르텔 관련 사건에 적용될 경제분석의 기초자료 및 판

은 달라진다. 일반 카르텔은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

단기준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르텔에

을 받는데, 실증적으로는 경기불황 시 카르텔이 와

대한 경제학 이론 및 실증연구를 검토₩정리했다. 또한

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찰담합은 입찰함수

본 종합연구는 카르텔 규제의 올바른 경제학적 논거 및 법리와 함께, 현행 카르텔 규

이러한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근거로 카르텔 규제의 정

(bidding function)라는 기업행위를 추정하는 분

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공정위의 카르텔

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석에서 출발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입찰함수를 추

이인권 외 6인

정함으로써 담합행위 여부에 따른 특성을 연구할

규제동향의 문제점을 한국의 주요 카르텔 사건과 최근 LPG 및 소주시장에서의 사건
등 풍부한 사례를 통해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정책의 경제적
논거와 법리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카르텔 규제를 연구할 종합적 법경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루되어 처벌을 받는 사건이 증가하는 한편, 한국의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을 이용한 카르텔 적발 방법을 소개했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규제를 적극

카르텔 규제를 운영하기 위해 카르텔 조사방식

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

이 발전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제도, 자진신고자 감

실에서 본 연구는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 이론 및

면제도 등의 규제들이 도입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검토₩정리함으로써 카르텔 관련 사건

이러한 카르텔 규제 관련 제도가 유발하는 쟁점에

에 적용될 경제분석의 기초자료 및 판단기준을 제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카르텔 규제는

로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LPG 및 소주시장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카르

좀 더 객관적 시각에서 사회후생을 크게 감소시키

에서의 카르텔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텔 규제에 대한 경제이론₩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카

는 카르텔을 적발, 처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과 2010년 LPG, 소

부당공동행위의 추정, 적정 과징금 규모 및 카르텔

르텔 규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적절하다. 둘째, 본 연구는 경제분석의 중요성

주, 제약, 통신요금, 대학등록금, 음료, 건설, 유제

규제와 행정지도 등 카르텔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쟁점들을 검토₩정리했다.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

을 강조했다. 경제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고

품, 제빵, 신용평가 등 다수 업종에 대해 전방위적

세부조항 및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

이론은 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카르텔 이론과 입찰

려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경제분석의 오류로 위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벌이는 등 카르텔 규제에 집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카르텔 규제 제외대

담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분석된 입찰담합

해성이 없는 기업활동이 제한되거나 처벌받는 우

중하고 있다. 카르텔 규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통해

상의 경제적 논거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 이론적 배

이론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카르텔 이론

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경제분석이

공정위는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광범위한 재

경을 확대₩적용하여 카르텔 규제의 한계와 제외대

은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상황을 배경으로 이론적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카르텔 행위에 대해 규제

량적 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상 영역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으로 담합의 전반적인 성격과 유인, 특성 등을 설

를 하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카르텔 규제의 적용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분석의 전문성은 불충분한

명해 준다. 이러한 이론분석을 통해 카르텔이 형성

을 면제시키는 카르텔 규제의 이중적 태도에서 벗

실정이며 법집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 또한 확보하

하게 되는 유인과 와해되는 원인 등을 기초로 카르

어나 규제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통일할 필

지 못하고 있다. 본 종합연구는 경쟁촉진, 사회후

텔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유지₩안정성을

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카르텔 형성에 대한

생 개선, 법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입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초

목적으로 카르텔 규제의 올바른 경제학적 논거와

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담합을 경제

동 조사를 위해 카르텔혐의 기업에 대한 회유도구

법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 주

이론화 시킨 연구들은 기업들이 낙찰을 받기 위한

로 이용될 경우 원래 목적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효

요 카르텔 사건을 통해 판결의 경제학적 논거와 법

최적화 행동을 기반으로 입찰담합을 통해 추구할

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리적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사례

수 있는 카르텔 형성 동기를 설명해 주는데, 본 연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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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연구

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소부터 판결에 이
르기까지 카르텔 규제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기

■ 김상택(이화여대)

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로 이외에는 구체적인
가격인상률이나 인상수준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다
고 보아 위법성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

때문에 일단 위법성이 의심되어 심사를 시작하면
■ 권남훈(건국대)

단은 행정지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

본 연구는 공정위에 적발된 ２００７년 이후의 재심결 사

결국은 위법행위라고 결론을 내릴 동기가 있다.

례와 과징금 규모 １００억 원 이상 원심결 사례를 통해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고 인식되는 합의가 존재한

본 연구는 비록 외형적으로 담합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

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여러 정황으

공정위 카르텔 규제기준 적용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다고 판단한 후 위법성 심사를 하므로 판단의 공

는 정황 및 증거가 있었지만, 소주의 상품적 특성과 역

로 볼 때 국세청의 의도는 분명히 진로뿐 아니라

과 일관성의 유무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카르텔 규제의

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계점을

사적 특수성, 규제의 관행이나 경쟁 양상 등을 감안할

전체 소주업체들의 가격설정에도 관여하는 것이었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개선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과정과 마찬가지로 피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것으

으며, 다만 진로에 대한 가격통제만으로도 그러한

심인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합의의 추정도 시

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카르텔 또는 부당공동행

장지배력 등이 존재하는지를 시장획정을 통해서

있다．

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위에 대한 규제절차 및 그 한계점을 분석한 다음

확인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경제

2007년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이 어떠한

학적 분석의 필요성, 행정지도와의 구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1개 소주업체들이 가

책에 대응한 것이며, 가격규제를 풀어달라는 일종

형식으로 드러나는지 분석한다. 부당공동행위 규

기타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점도

격담합을 하였다고 심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의 로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절차 중에서도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및 위법성

지적하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사례연

정부에 대한 청원(petition)의 경우 반경쟁적인 의

한, 소주업체들의 공동행위가 정부의 물가억제정

심사과정, 과징금 산정과정,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례는 총 27건으로

구를 통하여 규제산업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법집

도와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집행 대상이 되지

법원에서 다시 심의하는 재결과정을 중점적으로

2007년 이후 재결서가 작성된 17개의 재결사례와

행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공정위가 소주

않는다는 Noerr-Pennington 원칙의 적용 가능

살펴본다.

같은 기간 과징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었던 10

카르텔 심결에서 문제를 삼은 행위는 2007년 5월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르텔의 규제절차는 명시적 기준이 제시되지

개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실례에서 나타난 위법

과 2008년 12월의 두 차례의 가격인상과, 경품제

본 연구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비록 외형적으로

못하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판단의 주체가

성 심사과정의 특징은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검

공 및 병마개 가격인상과 관련한 공동 대응행위로

담합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정황 및 증거가 있었

명시되지 않아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오류가 발생

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요약된다.

지만, 소주의 상품적 특성과 역사적 특수성, 규제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

다.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본 사건이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제기하고

의 관행이나 경쟁 양상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관련시장 획정의 경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과징금 산정과정에서도

있는 첫 번째 주요 이슈는 가격일치 현상의 증거가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우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결정 책임자도 명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점수기준이 있음에

치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주시장 담합의 주요

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

되어 있지 않아 심사과정 전체의 신뢰성을 저해한

도 불구하고 정확한 점수산출 과정을 설명하지 않

한 증거로 소주업체들의 가격인상 시기와 폭이 거

다. 그렇지만, 관행과 규제의 명목으로 경쟁제한적

다. 그 외에도 과징금 부과 시 적용되는「공동행위

는 사례가 대다수이다.「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

의 일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소주시장에 가격일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의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제도」

자 감경제도」
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포함되지만 담

치 현상이 존재하였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는 점에서 소주산업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정책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현상은 장기간, 전국에 걸쳐 진행되어 온 현상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 역시 사실이라 하겠다.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자세히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서 반드시 담합이 아니더라도 소주시장의 관행이

연구서는 세부기준을 확립하거나 최소한 관련 사

것은 1997년이지만 사실상 실제 사례에 활발하게

나 규제, 가격 선도 기업에 대한 의식적 평행행위

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개정 이후로 볼 수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그 자

하고, 각 심사단계별로 책임자를 명시함으로써 보

있다. 개정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이 일부 증진되었

체만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증거로 해석하기에는

다 정확하고 투명한 판단을 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으나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

무리가 있다.

고 제안한다.

정위의 재량권이 주어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

심의절차 자체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힘든 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개선을 고려해야 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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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 김영산(한양대)

두 번째 이슈는 행정지도로 인한 면제요건과 관

본 연구는 과징금 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서 우리나라

련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국세청의 행정

공정거래 정책상 중요한 사례가 될 액화석유가스 부당공

지도가 가격인상의‘시기’
에는 상당한 통제권을 발

동행위의 배경과 쟁점을 경제학적으로 조명하여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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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우리나

다. 반면 수입사와 정유사 사이의 가격담합 혐의는

실상 추정) 위반 사건으로 의결되었으나, SK에너

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

라 공정거래법과 그 집행상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 설득력이 훨씬 약하다. 우선 SK 그룹사인 SK

지를 제외한 정유 3사는 어떠한 가격 협의나 합의

벌효과는 과징금 부과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소

에너지를 제외하면 정유사들이 수입사와 가격에

의 직접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합의의 추정 조

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국내 6개 LPG

대해서 협의하거나 합의한 증거가 전혀 없다. 수입

항인 법 제19조 제5항(합의의 법률상 추정)에 대한

다. 손해배상소송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된다

공급회사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사와 정유사 사이의 가격 동조 정도도 계열사인

인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2002년

면 과징금이 이러한 틀에서 재설정되어야 하지만,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판결하고

SK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수입사들 사이의 가격 동

에도 수입 2사에 대하여 가격담합 판결을 내리고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 정도보다 약하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사후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나타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히

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과

모가 작은 정유사들의 가격이 수입사들의 가격에

LPG 산업을 감시, 감독해야 했다는 문제가 제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필

징금의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이며, 공정위와 해당

일부 동조한 사실은 가격리더십이라는 현상으로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는 자신신고자 감면제

요가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일

회사들, 그리고 일부 자신신고자들의 의견이 극단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가격리더십은 가격에 대한

도가 적용되었는데, 담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행정적 제

적으로 갈라져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공정

암묵적 합의와는 무관하게 실행될 수 있다. 가격리

사업자들이 자신신고를 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거래 정책상에 중요한 판례로 남겨질 전망이다. 본

더들이 설정한 가격에 대하여 가격추종자들이 이

을 받은 점은 형평성이나 입법 취지에 모두 어긋나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위

연구는 LPG 시장의 일반적 특성과 한국 LPG 공

와 다른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없고, 이런 유인구

는 결과이다. 일부 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에 대한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

급시장에 대한 구조 분석을 통해 공정위가 주장하

조를 가격리더들이 인식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진술을 모든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증거로 확대

하여 손해배상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는 담합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다. 이런 관계는 가격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는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과도기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당이득환수와 행정적

공정위가 주장하는 두 가지 가격담합 가운데 첫

종류가 다르다. 가격에 대한 합의는 개별 판매자

째는 두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 사이의 판매가격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의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

담합이다. E1과 SK가스가 매월 말 다음 달의 기준

고 가격인하를 자제하는 것이고, 가격리더십은 모

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양사의 실무자들 사

두가 자신이 개별적인 유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가격담합

전제로 한다.

마. 카르텔 과징금제도 전면 개편방안

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 이인권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입업체 및 정유

정유회사들은 LPG 저장 능력의 제한으로 생산

및 경쟁당국의 감시 및 조사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회사 모두들 사이의 판매가격 담합이다. 정유사들

된 LPG를 거의 모두 단기간에 판매해야 하는 입

황에서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나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과징금을 손해액에

은 매월 말경에 수입 2개사의 판매가격에 대한 정

장이다. 반대로 시장으로부터 수요가 급증할 경우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보를 입수하여 이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들

에는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생산을 늘릴 수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손해액 산정

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회사들의 전략은 자신의

행 역시 부당공동행위로 간주하여 정유사들도 수

물량을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며

부당공동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여 업체

고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

입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주문하였다.

가격리더인 수입사들이 설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

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정위로부

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부당이득 추정금액은

먼저 수입 2개사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

격을 책정할 유인도 없고, 반대로 더 낮은 가격을

터 되돌려 받은 환급금 및 감액 수치를 줄일 수 있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은 매우 강력하다. 담합에

책정할 유인도 없다. 가격리더의 입장에서는 자신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

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대해 제공된 직접적 증거자료 이외에도 수입 2개

의 시장지배력에서 오는 지위를 이용하고 경쟁자

를 한 사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익으로 산정하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사 판매가격의 가격의 동조성을 확인해 보면 이를

들의 반응을 예측하여 일방적으로 가격을 설정하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여 패소한 사례들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징금 부과

명시적인 합의 이외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이 없다. 정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

의 간결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않다. 특히 이들 판매가격의 차이가 각 수입사가

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안들은 법규 수범자, 법규 집행자 및 법적 최종 판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무조정금 산정과 임의적 조

자체적으로 계산한 기준가격의 차이보다 훨씬 작

것도 담합의 개연성을 낮게 만든다.

단자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의 법적 안

정과징금 산정단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다는 것도 명시적 담합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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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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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본 사건을 법 제19조 제1항(합의의 사

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인 위반행위 기간 그리

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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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해석론은 구성요

설명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합의 추정을 위한 경

수 있으나, 일정한 한계 역시 존재한다. 최신 과점

건 단계, 위법성 단계, 책임 단계라는 세 단계를 통

제학적 분석 틀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합의 입증

이론이나 게임이론과 같은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에 사용되는 증거와 입증의 방법을 개관한다. 합

둔 경제분석은, 의식적 병행행위와 같은 주어진 정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확보

권력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국가적 정당성

의 인정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황증거만으로는 합의 추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합의

하기 위한 입법론적, 해석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업자의 행위가 이러한 세

하는 것은 외관상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도 있는

가 있었음이 정황증거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이

단계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이러한

행위가 존재할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

되는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비추어 합의가 아닌 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행위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재가 정당성을 가질 수

는 문제이다.

른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 정황증거에 대한 개연성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업체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

경쟁법 집행의 경험이 풍부한 외국에서 합의 추

들은 자신들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

텔 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

정 법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

끝으로 한국 법과 실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발

랐을 뿐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개별 규제산

거래법 제19조상의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은 한국 법과 실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

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법은 합의의 사실상 추

업 영역에서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유용하

정(법 제19조 제1항)과 법률상 추정(법 제19조 제5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일반 경쟁법인

평가에 행정지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의 합의

항) 규정을 모두 두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법률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공동행위(카르텔) 요

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서 참고할 만한

추정 법리의 발전 모습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미

상 추정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

건을 충족시켜 산업규제법과 경쟁법이 갈등을 빚

미국의 최근 이론과 판례를 분석하며 시사점을 제

국에서는 셔먼법 제1조를 합의 요건으로 포괄하고

다. 최근 들어서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합의

고 있는 상황이다.

시하고 있다.

여기에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를 포함한다.

를 사실상 추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명시적 합의의 경우에는 개념의 문제와 입증의 문

사례들의 축적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정황증거

제가 분명히 구별되므로, 명시적 합의를 입증하기

에 의하여 합의를 인정하는 법리가 정립되어 가면

위한 증거를 식별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된다. 이

서 법 적용의 합리성과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의 경우에는 묵시적이라고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 행정지도와 카르텔 적용 제외
■ 신석훈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
론적 접근과 해석론적 접근이 있다. 전자는 개별
산업규제 행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상호협
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개선하여 양 기관 간의

사. 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추정
■ 홍대식(서강대)

모순된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되어 수범자인 사업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인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인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명백하지 아

합의의 추정 법리의 정립, 발전방향은 정황증거

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합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법리의 정립과

니하여 개념의 문제와 증거의 문제가 종종 혼동될

들을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 의식적 병행행위에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입법이라도 양 기관의 서로

관련된 판례와 이론을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법리

수 있다. EU 조약의 특징적인 점은 합의 외에 동

관한 증거, 그리고 경제적 증거로 나누어 그 증거

다른 정책기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다양한

의 정립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가 병렬적인 요건

의 가치와 상호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다. 따라서 EU에서 합의

제시한다. 정황증거를 통한 합의의 추정은 의미

형식으로 표출되는 행정지도를 입법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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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설명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완전하게 통제할 수도 없다.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

이 연구는 부당공동행위에서의 수평적 합의 요

와 동조적 행위의 개념을 구별하고 특히 경쟁사업

있는 정황으로서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 사실을 뒷

서의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상의 카르텔 금지규정

건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법리의 정립과 관

자 간의 수평적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합의와

받침해 주는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와 의식

간의 충돌을 사전적으로 방지해 줄 수 있는 입법적

련된 판례와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그 법

동조적 행위를 추정하는 법리에 관하여 차례로 살

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를 기본적인 증거로 하여

개선노력이 중요하지만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사

리의 정립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

펴본다.

경제적 증거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업자들은 바로 이러한 한계선상에서 서로 다른 행

로 한다.

합의 추정에 있어 법적 분석과 경제학의 통합 필

있다. 다만 경제적 증거는 정황증거를 통하여 인

정기관의 목소리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를 선택

이를 위하여 먼저 합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

요성과 방법론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관찰

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경제학적으로 개연성

해야만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법치국가

와 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의 수준을 판단하는

과 합의 추정과 관련된 정황증거의 식별과 구성을

있는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가의 판단을 돕는

적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며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

문제가 분명히 구별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합의의

위한 경제학의 기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볼 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 상호간의

성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법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한다. 이어서 의식적 병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직접증거가 확보되는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치국가적 한계를 메워 주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행행위에 대한 터너-포즈너(Turner/Posner) 논

경우에는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합의 추정의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

간의 충돌로부터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

쟁과 카르텔 문제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할

거나 조장적 관행을 병행적으로 채택하는 행위가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Ⅰ. 2010년 연구사업 27

존재하더라도 이를 바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론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한국기

상황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사실적 증거가 없거

업이 연루된 굵직한 국제카르텔 사건이 발발하고

나 부족한 경우 그 행위가 합의의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가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

「유일한」개연성 있는 합리적 설명이라는 데 대하

면서 카르텔 연구를 보다 엄밀한 경제학 이론을 바

여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

탕으로 진행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규제기

다. 끝으로 법 제19조 제5항은 독자적인 의미를

관이나 이해관련자들은 경제학적 운영원리에 근거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적용하더라도 불필요한 논

하기보다는 본연의 이해나 고유목적에 따라 규제

란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를 해석하려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

것이 바람직하다.

재 역시 지나치게 재량적이며 경제분석의 전문성

정부부처마다 녹색성장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을 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카르텔에 대한 경제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의 필요성, 모멘텀 기술

학적 이론을 설명하며 실증적 결과, 주요 사례를

로서의 발전 가능성,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효율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이 검증되어

함께 제시함으로써 운영원리와 현상을 이해하도록

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녹색기술의 모멘텀 기술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녹색기술의 선별기준과 산업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본 종합연구는 카르텔 규제에 대해 경제학적 기

카르텔 규제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카르

초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거를 설명하면서 관련 쟁

텔 규제 관련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

다.

│대│표│연구과제│

3. 평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조경엽 외 6인

를 최소화하면서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운
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략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녹색성장 기
본법」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범지구적인 노력에 동참

다 구체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진출을

하라는 국내외적인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이명박

있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
택하였다.「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이 제정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는 등 저탄소-녹

2. 연구내용

색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가. 총론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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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이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기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세부적으로

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녹색기술 개발이 불확실

평가하고 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7개의

한 가운데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 이는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는 7개의 연

기업의 생산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

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총론에서는 7개 과제에

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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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녹색산업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기 위해서는 기업에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

유인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녹색기

평가하고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

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세 도입을 위

술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기초 기술에 기초하여 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단위 기준의 무상분배

한 바람직한 원칙으로 정책목적의 명료화, 탄소세

르게 발전하고 있어 지속적인 혁신은 가능하나 복

를 통해 배출권을 배분하여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수의 재생, 이행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제안하고

제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고 개별 기술을 이용한

「IT 버블과 녹색산업의 성공전략」연구에서는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배출권의 예치를

있다.

제품의 설치나 사용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IT 산업과 녹색산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

고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성장할 가

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7개의 과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단점이 있다. 따라서 IT 버블 당시와 달리 녹색산

차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연구는 온실가스 저

업의 경우 버블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이에 따라 녹
색산업의 육성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IT 기술과 달리 녹색기술은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연구

감정책에 의한 기업의 비용 상승 충격이 자동차산

대규모 단위의 투자가 요구되고, 개별 기술을 이용

는 기업의 감축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출권거

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한 제품의 설치나 사용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이라

래제와 조기행동(early action) 및 상쇄(offset)의

로 분석하였으며,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

각 기술의 필요성과 함께 해당 기술이 모멘텀 기술

는 점에서 모멘텀 기술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상대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행동 인정 방법은

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데 초

적으로 낮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현 시점에서 기업은 녹색기술의 산업화보다는 현

달라지지만,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되는 감축

재의 에너지 플랫폼하에서 효율을 높이는 그린경

은 실제 발생한 감축이어야 하며, 일시적인 감축이

점을 맞춰야 한다. IT 버블을 전후로 실행되었던

나. IT 버블과 녹색산업 성공 전략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직접 지원을 통해 시장
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실행하고, 이에

■ 이병태(KAIST)

영과 생활기술의 산업화 유효 전략을 수립하는 것

아니라 영구적인 감축이어야 한다. 또한 조기행동

이 바람직하다.

이나 상쇄의 인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감

본 연구는 IT 산업 육성을 위한 과거 정책의 공

외적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판단하려는 우를 다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효과 및

축이어야 하며 수량화가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한

과를 평가하고 녹색산업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

시 범해서는 안 된다. 개별 업종 특성에 따른 녹색

보완방안」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이 부과될

감축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방

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 발전

화 전략 실천 기획을 수립할 때에도 산업별 협의체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우선 이러

가능성이 큰 분야에는 언제나 버블이 존재하여 왔

의 구성처럼 실제 설치 목적과 달리 형식적인 모습

실증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탄소누출이 심각한

한 기준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조기행동을 취하거

다. 버블은 자본형성에 도움을 주고 치열한 경쟁을

으로 남지 않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

업종을 선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

나 상쇄를 획득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해

유발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가지

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9개 주력제조업종의

야 할 것이다.

고 있다. 그러나 버블을 넘어 새로운 성장 산업으

한다.

매출감소율은 6조7천억~11조2천억 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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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자동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 또한 과거와 같이

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주도하는 모멘텀 기

현 시점에서 기업은 대체에너지 기술을 기반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1차철강, 비금속광

연구는 세계 최대 탄소시장의 하나인 EU-ETS

술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와

로 한 녹색기술 산업화보다는 현재 에너지 플랫폼

물, 금속제품 등에서의 시장잠식이 심각할 것으로

(Emission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 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모멘텀 기

하에서 효율을 높이는 그린경영과 생활기술에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이나

출권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의

술은 생산을 빠르게 하고, 복제가 쉬우며 전파가

산업화 유효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

미국의 배출권거래제(안)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동태적 변동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용이해야 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구가할 수 있

은 기업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을 실시할 때 탄소누출 업종에 대한 기준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금융시계열 모형은 탄소배출

어 지속적으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어야 하며,

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견했으며 이들

선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권 가격의 단기적 변동성과 동태적 특징을 이해하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여 생산과 전파의 속도를

은‘낮게 매달린 과일(low-hanging fruit)’
로표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는 데 도움을 주며, 본 연구에서 계산된 위험 프리

더욱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된다. 이 방법들은 대체로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

분석」
연구는 배출목표 설정방식, 배출권 배분방

미엄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 시행 후 산업이나

현재의 녹색기술은 과거의 IT 기술과 달리 대규

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동/기술적 변화들이다. 몇

법, 배출권의 예치 등 배출권거래제의 운용방식과

기업에 배출권 가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

모의 자본투자를 요구하는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

몇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련된 논쟁을 정리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배출권

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경제성과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불확실하

‘혁신적인’해결책을 개발했다. 이는 신기술 개발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및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이

을 통해 얻는 경우도 많지만 기존 경영환경에서도

구는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GDP 손실을 최소화하

세제지원 방안」연구는 현행 에너지세의 문제점과

라는 제약조건이 붙어 있어 IT 기술에 비해 기업

찾을 수 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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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

경쟁국가의 기업들에 시장을 잠식당하거나 한국

업이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당면하는

기업이 해외로 시설을 이전하는‘탄소누출’현상이

어려움 중 하나는 기후 관련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발생하게 된다. 열간압연제품의 경우를 보면 한국

밀려나기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소수익률의 하

기업의 매출감소율은 8.6%이지만 이는 해외 경쟁

향조정이나 탄소의 그림자가격 책정, 에너지 효율

업체의 생산 증가에 의해 상쇄되므로 실질적 온실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설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스 감축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단을 가장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
제적 수단보다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시장 메커
니즘을 이용할 경우 GDP 손실은 큰 폭으로 줄어

■ 조경엽

들 전망이다. 경매수입을 정부지출로 활용한다면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가

유상분배는 무상분배보다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201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나, 운용방식에 대해 합

전망이다. 그리고 상한제보다는 원단위 기준을 통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이나 미국의 배출권

의된 사항이 없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기까지

해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으

거래제(안)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실

많은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

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시할 때 탄소누출 업종에 대한 기준 선정과 대책마

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참여방식, 배출목표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권거래

설정방식, 배출권 배분방법, 배출권의 예치 허용

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원단위 기준의 무상분배 방

제 초기에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 무상할당이 이루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원

식은 경매수입을 R&D 투자 지원으로 활용하는 유

어져야 하며 경쟁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

하는 반면 정부는 관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

상분배 방식보다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이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도에 따라 유상할당이 조건부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 참여를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자발적 참여를 허

있다. 무상분배를 통해 재산권을 기업에 부여할 경

의 제조업 주력부문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

무상할당의 방식으로는 업종별 평균치를 사용한

용하는 혼합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배출목표 설정

우 기업은 이윤극대화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사용

증분석하였다. 또한 EU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배

벤치마킹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업종

에 있어서도 정부는 목표달성이 확실한 상한제

하기 때문에 정부의 R&D 투자 지원보다 작은 규

출권거래제 도입 시 탄소누출 업종에 대한 합리적

선정방식은 질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

(cap and trade)를 주장하는 반면 기업은 기업경

모의 재원을 R&D 투자에 사용하게 된다. 녹색관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한국 제조업에 이를 적용하

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쟁력 하락을 우려하여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선호

련 신기술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

한편, 사업장별 배출량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배

하고 있다. 유상분배, 무상분배와 관련된 배출권

서는 전액 R&D 투자에 사용할 유인이 적어지게

출권거래제 시행 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거래

분배방법도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 기업은 배출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출권의 예치를 허용하는

매출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CO2 1톤당 가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권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갖는 무상분배를 선호하

경우가 GDP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전

격에 대한 가정은 미국 법안과 EU 지침을 기준으

이는 상위 50개 사업장 배출량이 제조업 전체의

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기업의 참여를 유

망이다. 이는 배출권에 대해 예치를 허용할 경우

로 각각 20달러와 30유로로 설정하였다. 이때 9개

48%, 25개 사업장이 39%를 차지하는 등 고도로

도하기 위해 90%는 무상으로 10%는 유상으로 분

기업 스스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

주력제조업종의 매출감소율은 0.69~1.25%이며

집중화된 배출구조 때문이다. 또한 중소규모 업체

배하다가 점차 유상분배의 비율을 높여가겠다는

대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감소규모는 6조7천억~11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

의 경우 제도 참가에 따른 거래비용의 문제도 고려

것이다. 무상분배에는 과거의 실적 기준과 벤치마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논쟁을 줄이고 보다 효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 매출액의 30%를 점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온실가스 감축

킹 기준이 있으며, 과거의 실적기준에도 기준연도

과적으로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하는 1차철강,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등에서의 시

수단의 설계에 있어 지금까지의 하향식(top-

를 고정할 것이냐 변동시킬 것이냐의 문제들이 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

장잠식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단 업종별 효

down) 연구뿐만이 아니라 미시데이터나 세부업종

게 된다. 그리고 경매로 배분할 경우 경매수입의

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 기업에 더 많은

과는 동종 산업 내 세부업종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에 기초한 상향식(bottom-up) 연구도 중요함

활용 방법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배출권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GDP 손실을 최소화하

나타났다. 예를 들어 1차 금속에서 선철제품의 경

을 보여준다. 상향식 데이터에 기초한 분석은 지금

예치 문제도 기업의 생산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

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단위 기준의 무상분

우 매출감소율이 8.7~15.7%에 이르고 매출감소규

까지 진행되어 온 하향식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논

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둘

배를 통해 배출권을 배분하여 기업의 참여를 높이

모도 1조2천억~2조1천억 원 규모에 달하였다.

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러싼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본 연구는 실

고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배출권의 예치

것이다.

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면

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약도뿐만 아니라 대외경쟁에의 노출도 역시 높은

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효과 및 보완방안
■ 이선화

여 탄소누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업종을 선
별하였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주요 업종은 탄소집

온실가스의 단위 배출비용이 높아질수록 중국 등

32

라.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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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
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도록 하

■ 한현옥(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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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이용하여 두 시계열의 동태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UA 가격은 EUA와 CER 시차가격
에 둘 다 영향을 받지만, CER 가격은 EUA 시차변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의
■설 윤

수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EUA 가격이

조기행동(early action)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상쇄를 인정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되기 전에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제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상쇄로 대신

본 연구는 세계 최대 탄소시장의 하나인 EU-

도 시행 이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리 행한

하여 본래 목표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

ETS 배출권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배출권

네 번째, 가격변동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탄소배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조기행동은 조기감축

지 못하고 배출권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

가격의 동태적 변동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출권 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하였다. 포스

(early emission reduction)뿐만 아니라 미래 온

다. 따라서 조기행동이나 상쇄를 적정한 방법으로

여 향후 우리나라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시사점

트-2012 동안의 위험 프리미엄은 EU-ETS 2기

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투자 행위도 포

인정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된 금융시계

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포스트 교토 국제협약과

함된다. 이에 반해 상쇄(offset)는 배출권거래제가

을 최소화하고 환경적 편익이 좀 더 빨리 달성될

열 모형은 배출권 가격의 단기적 변동성과 동태적

EU-ETS 3기 동안의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 사업(project) 단위로 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징을 이해하고, 계산된 위험 프리미엄은 우리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의 기간만을

CER 가격을 선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와 같은 조기행동이나

조기행동이나 상쇄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

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산업이나 기업에 배출

고려하면 2012년 이후의 위험 프리미엄이 3~6유

상쇄에 대해 크레디트를 부여하고 그 크레디트를

도와 실행방법은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 가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로 범위에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6~9유로로 형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할당된 배출권(emission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크레디트 형태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실증분석 결과로 요약된 결론

성된 2008년에 비해 최근 들어 추이가 점차 안정

allowance)과 연계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

로 조기행동을 인정한 데 반해 EU의 경우에는 초

은 다음과 같다.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우, 배출권제도 시행으로 인해 증가되는 기업들의

기 할당량을 산정할 때 조기행동을 반영하여 조기

첫 번째, EU-ETS 1기와 EU-ETS 2기를 분할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조기행동의 인

행동을 취한 경우 초기 배출권 할당에서 유리할 수

하여 대표적인 EUA와 CER 현물 가격 수익률을

정은 온실가스 조기감축에 따른 환경적 편익을 달

있도록 하여 조기행동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통적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수익률의 이분산성을 설명

성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혁신

으로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하기 위해 일반화된 자기이분산회귀모형

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

위해서는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되는 감축에

(GARCH(1,1))의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대한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

GARCH(1,1) 모형을 이용한 모수 추정치는 평균

낮출 수 있다.

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선 조기행동이나 상

방정식으로 고려된 다른 두 개의 자기회귀모형의

조기행동 인정 방법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쇄로 인정되는 감축은 실제 발생한 감축이어야 하

추정된 모수값와 유사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건전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배출권거래

며, 일시적인 감축이 아니라 영구적인 감축이어야

성과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제 시행 시 초기 할당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한다. 또한 조기행동이나 상쇄의 인정으로 인해 추

두 번째, EU-ETS 현물 시장의 두 번째 큰 시장

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한 대응정책이

에는 조기행동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

가적으로 발생된 감축이어야 하며 수량화가 가능

인 유럽기후거래소(ECX)의 현물 가격에 대해서도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대응 방안

다. 그러나 초기 할당이 과거 배출치를 기준으로

하고 검증이 가능한 감축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배

분석한 결과, 최대 시장인 Bluenext의 EUA 현물

가운데, 조세제도 측면에서의 개편방안을 모색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기행동에 대한

출권거래제 시행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이용한 결과와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세 도입을

보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배출치를 기준으

기업들은 우선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Bluenext와 ECX 두 시장의 점유율 차이가 큼에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는 에너지세제

로 초기 할당이 이루어지므로 과거 배출치가 높을

조기행동을 취하거나 상쇄를 획득하여 배출권거래

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유사

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았

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 도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함을 의미한다.

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조합한 하이브

성숙과 안정화는 이러한 위험 프리미엄의 하향 안
정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사.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탄소세제
도입 및 세제지원 방안
■ 김상겸(단국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적
의제로 채택된 이후,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들인 탄

따라서 가능한 많은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

세 번째, EUA와 CER의 동태적 상관관계에 대

리드 정책의 필요성과 그 이론적 유용성을 살펴보

가스 감축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자 하는 유인이 발

하여 규명하였다. 두 가격의 시계열은 비정상적인

았으며, 탄소세 도입방법에 따른 효율성 분석과 탄

생하기 때문이다. 상쇄를 인정하는 경우 배출권거

시계열이지만 시계열 추이가 상당히 연관성이 높

소세 도입의 산업 효과 등도 검토하였다. 탄소세

래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순응비용을 낮출 수 있을

으므로 공적분 관계에 바탕을 둔 VECM의 모형을

도입과 관련해서는 탄소세제를 성공리에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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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사례와 이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 등을 일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추정으로부터 온실가스 저감정책인 탄소세로 얼마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직접규

괄한 후, 바람직한 도입방안 및 녹색산업 활성화를

나라「녹색성장 기본법」
에 제시되고 있는 온실가

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

제의 비효율성이 크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음에

위한 세제지원 정책 등을 제안해 보았다.

스 저감정책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

다. 이로부터 탄소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도 불구하고 정부는 목표관리제를 강화할 계획을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원

실가스 저감정책에 의한 기업의 비용 상승 충격이

자동차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

가지고 있다. 관리대상 업체를 2012년에 600개 업

칙으로 정책목적의 명료화, 탄소세수의 재생, 이행

자동차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체에서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에 있어 기업의 생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즉, 탄소세는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

저배출 자동차기술이 보급₩확대된다면 온실가스

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3년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으로 도입하되, 세수중립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배출 저감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나 이를 시행

적 입장으로 발생세수를 적극적으로 재생하여 전

첫째, 자동차산업에서 비용 상승 정책충격이 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온실가스 저

할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제도운용 방식도 정해

반적 조세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생하였을 때 이를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출 자동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이를

진 것이 없어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가 클 것으로

아울러 다양한 환경 관련 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단으로서 기술투자

예상된다. 본 연구는 보다 비용 효과적인(cost

소세제의 도입이 특정 산업부문에 부담으로 작용

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운송장비제조업은 국내

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ffectiveness) 저감정책과 배출권거래제의 운용

하지 않도록 세부담의 형평성도 배려할 필요가 있

에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방식 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음을 적시하였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할 때에는 가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같은 비용충

의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

급적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격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그 세율 역시 점

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평가

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
할 것으로 평가된다.

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녹색

둘째,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행될 때, 산업의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및‘저탄소

녹색기술의 필요성과 함께 해당 기술이 모멘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세제지원정

생산, 고용 및 수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을 통해 10대 정책방향, 50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정부

책을 확대,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동차산업과 운송장비제

개 실천과제 및 387개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발

으로, 현재의 에너지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그

조업의 경우 다른 에너지가격 충격보다 전력가격

녹색성장 국가전략에는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

표하고 있어 내실 있는 실적보다 재원의 낭비만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원의 내용 역시 확대할 필

충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제, 탄소세 등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더불어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기

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상에 명

있다. 이는 탄소세와 같은 전력가격을 상승시키는

차세대 에너지, 미래원자력, 스마트그리드 등 녹색

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시되어 있는, 기업규모에 따른 혜택차별을 완화/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자동차산업의 생산, 고용 및

기술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한 녹색성장 정책이 포

을 IT 경험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폐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

함되어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녹색성

는 정부가 모멘텀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녹색기술

라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경우 자

장 정책 모두 구체적인 운용계획이나 기준이 수립

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녹색기

동차산업에 대해서는 생산, 고용 및 수출의 충격

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생산 활동에 불확실성을 가

술의 산업화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의 대응전략 수

을 완화하는 정책수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할 수 있다.
■ 김영덕(부산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행되면 기업

가격과 에너지가격의 충격이 자동차와 운송장비

이나 산업은 생산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제품의 소비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수요의 경우에는 생산에 비

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행될 때 기업의 경쟁력

해 자동차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 자

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

동차에 대한 수요충격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할

고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동

수 있다.

차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방안과 이를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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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과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인 모습을 보여 초기 위기대응에 매우 취약한 모습

재정과 일자리 확대정책을 빠르고 대대적으로 시

을 보였으며 총체적으로 약한 군의 모습으로 국민들

행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을 확대하였

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어 국방개혁과 대북정책의

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살

근본적인 방향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리고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친서민 정책이 나타나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후반부를 맞이하

게 되 었 고 대 형 할 인 점 과 SSM(Super

여 이상과 같은 정책흐름의 변천과정을 통해 나타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재래시

나고 있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

장 및 중소 유통점의 피해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안의 정책을 기업정책, 노동정책, 위기극복 정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임기중반까지의 여러 정책을 평가하여 잘한 점과 미흡한

간의 납품단가 문제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중소

책, 친서민 정책, 규제개혁 정책, 재정건전성 정책

점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활기찬

및 감세정책,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정책,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
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 초기의 친시장적

교육정책, 녹색정책,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책, 4

인 면모는 크게 쇠퇴하게 되었다.

대강 살리기 정책, 외교₩통상 정책, 대북정책 등

조성봉 외 14인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는 2010년 6월 이

15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위

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지방자

한 선진화 과제를 제시한다. 이 15개 부문은 이명

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패하자 국무총리,

박 정부의 정책분야를 모두 포괄하지는 않지만 본

청와대 대통령 참모진 및 주요 장관들을 바꾸는 개

원의 연구범위와 전문성 그리고 그동안 이명박 정

각을 단행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부를 위

부가 수행한 정책 중에서 다른 정부와의 차별성이

한 국정철학으로‘공정사회’
를 제시하면서 큰 전환

큰 것을 중심으로 선별되었다.

리고 예고된 정치일정과 선거에 의하여 큰 영향을

점을 맞게 되었다. 특히 외교부 공무원 부정특채

받았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국민

문제로 외교부장관이 경질되면서 행정고시 개혁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큰 시장, 작은 정부」
를

의 공포를 자극한 왜곡된 언론의 보도와 성급한 정

같은 참신한 공무원 조직 개혁방안도 백지화하게

제시하였다. 민간과 시장의 자율적인 역할을 강조한

부의 조치로 발생한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 초기

되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

반면 절제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여 절약하고 섬기

의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촛불시위

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SSM 입점 규제와 같

는 정부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법치주

중
‘물값이 100배 오른다’
식의 민영화 괴담이 퍼지

은 반시장적 규제와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의적 정부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

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전기₩가스

부자감세 논쟁 등도 공정사회 논의에 따라 이명박

령은 당선자 시절 대불공단에서 크레인과 같은 대형

₩수도₩건강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특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전봇대를 뽑아내도록

고 성급하게 발표하고,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에 대

판단된다.

지시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전봇대 뽑

해 국민에게 사과함으로써 공격적이었던 공공기관

최근 이명박 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규제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기’
식의 강력한 추진력을 동원하여 많은 국민들의

선진화 계획의 내용이 크게 퇴색하게 되었으며, 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무

하고 금산분리를 어느 정도 완화하였으며, 중소기업정책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

기 초 개혁적이고도 공격적인 국정 아젠다와 추동

력도발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문제이다. 북한은

중 창업환경 개선, 기업 간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표가 지나치게 실용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책의 기반

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최근 우라늄 원심분

공공구매제도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

또한 2008년 하반기에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리기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남북한 및 대미관계

법상 대기업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중소기업 경쟁력

함께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 위기는

에서 주도권을 갖는 한편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향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큰 정책이 최근 추진되고 있

모든 정권이 그렇듯이 이명박 정부도 예기치 못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불가피한 변화를 가져

위한 내부결속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한 사건과 국내외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환경 그

올 수밖에 없었다. 원화가치의 급락과 외환보유의

는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폭격사건에서 미온적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되는 이념적 또는 철학적 기반이나 체계를 결여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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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1) 경제정책

가. 기업정책
■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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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이명박 정부의 기업부문 주요 정책공약은 대기

세 중소기업의 수가 많아지고 그 경쟁력이 약화됨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실시하고 복수노조를

으로써 향후 중소기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 필요성
■ 변양규

업에 대한 것으로는 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

이 증대된 점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 중 부정적

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할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에 대

서 타임오프라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기본 원칙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

수 있다.

응한 점과 노사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킨

에서 한걸음 후퇴하였다는 점, 그리고 복수노조 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의 안정적 시행을 준비해야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다양한 근로형태

한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의 보급을 통한 고용 가능성 제고 및 노사 간 교섭력의

불법파업과 단체협약의 정상화 과정에서 법과 원

균형회복을 달성해야 한다.

칙을 지킨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

에 대한 것으로는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에 나타난 혁신형 중소기업 5만 개 육성 및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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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정책

◎ 선진화 과제

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금

기업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

융지원의 강화, 중소기업 구매문제의 해결 등이 주

섯 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출자

요 내용이다.

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상

허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노조전임자 문제에 있어

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었

제한 및 지주회사 설립 제한과 같은 공정거래법상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 공약은 크게 일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폭력

던 대기업 규제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출자

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러

리 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시위에 대한 무관용₩비타협 원칙을 지킨 점, 그리

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금산분리 정책

한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 규제이므로

런데 2008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금

고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석유공사, 철도공

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

이를 폐지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경쟁정책을 선

융위기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당초의 목표

사, 가스공사 등의 공공기관에 대해 단체협약을 개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산업자

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를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정하면서 공공기관과의 단체협약을 정상화하는 노

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에서 9%로

둘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이 대부분의 나라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확대하였지만, 사전적격성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통례는 아니라는

금융위기를 감안하였을 때 이명박 정부의 단기

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함께 제시되었던

점에서 현재의 금산분리 제도를 현재와 같은 사전

적 위기대응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는 어느 정도 효

지주회사 규제완화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

규제 방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철저하게 책임을

과를 발휘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각

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보유가 여전히 허용되지

묻는 사후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이다. 특히 2009년 하반기 민간부문 고용급감이

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우리나라

않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중 한국정책금융공

셋째, 중소기업의 과도한 정책금융과 신용보증을

미칠 영향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방지하였다

노동시장을 보다 역동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

사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온랜딩 방식은 정책자

지양하고 중소기업 금융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

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된다. 또한

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로

금 대출보다 시장 친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충실하도록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내부유연

개편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 임금체계

이와 함께 창업절차를 간소화한 점은 의미 있는 제

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을 돕도록 하여

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과 청년인턴제의 확대를 통

의 개편을 위해서는 직무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도개혁으로 평가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는 중

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중소기업

해 새로운 형태의 청년고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하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

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

간 경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단

적절한 위기대응 방식으로 평가된다. 장기적 관점

하여 성과주의식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용이

가된다.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이 양적으로 매우 빠

체수의계약제도가 부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에서는「비정규직 보호법」
을 개정하지 못한 점, 그

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직급₩직무별 시장임금 데

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이노비

다섯째, 유사한 성격을 갖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

리고 임금구조의 개편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직무급 도입 여건을 조성

즈기업의 인증을 양산함으로써 혁신형 기업의 질

폐합함으로써 기술혁신 정도가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보급함으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 실정에 맞는 직무평가

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

로써 여성, 청년 및 고령층 등 취업애로층의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시간 유연화

에 있어서 신용보증의 비중이 높아 보증운용의 비

째, 현재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를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를 위해서는 근로 수행방법이 다양화되는 사회적

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 지원

축소하여 정부 지원대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제한

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한편‘법과 원칙’
을

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과 정책금융이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점

하고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에 있어서는 추진상 미흡한

이 가능한 전문업무 범위를 늘리고 탄력근로시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

바람직하다.

측면이 없지 않으나 중대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제를 확대하며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 근로계약을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 평가

원칙을 적용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였으며 민사상

◎ 선진화 과제

Ⅰ. 2010년 연구사업 41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2009년 OECD

째,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체감경기 개선 노력

경제주체의 인센티브 왜곡(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노사 간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줌으로써 이명

이 필요하다. 체감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서

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박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이 매우 유효했다고 평가

민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의

복수노조 허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존도가 높은 내수를 살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

과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노사문화를 조성하는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적극적 통화정책이 경기회

여야 한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것이다. 현재 근로자만의 실력행사를 인정하여 노

복세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

을 가속화해야 한다. 막대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

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심화된 소득양극화, 가계

사 간 교섭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기업과 영세자영업자나 생계보호자 등 취약계층에

키고, 부실 및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

수지의 악화 및 실업자의 증가 그리고 가계대출과

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근로 금지제도의 삭제를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도모한 것

업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판매신용의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진 데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복수노조의 허용과 함께 유니온

도 위기극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빠른 위

을 강화해야 한다. 공기업의 선진화와 구조개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의 세계적

숍 협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

기극복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이 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부채를 감축해야 한

금융위기 이후 서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법 개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임자 급

어 서울개최를 유치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

다. 서비스₩교육₩의료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지급 금지 원칙을 정착시키고 복수노조 허용에

상을 높이고 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비스산업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내수기반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6월 및 2010년 1월

대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

업적으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위기에서 초

확충에 힘써야 한다. 넷째,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

에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보고자 두 차례

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대응능력이 미흡하여 늑장대응을 하였고 민간부

하고 정책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외환시장, 통화신

에 걸쳐 종합적인 친서민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문의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청년실업문제는 거의

용,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대책 등에서 정부는

같은 친서민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등 고용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점은

시장과 호흡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다양한 계층 및

없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재정지출로 재

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며 정책실효

되고 있다. 즉, 비교적 그 효과가 양호한 친서민 정

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

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 성장전략을

책도 상당수 있었으나 또 다른 상당수 정책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규모 정책지원의 보호막 속에서 기업구조조정이

마련하여 747공약이 본래 의도했던 5년 내 선진국

그 정책효과가 의문시되었고 시장경제 원칙의 손

적극적 통화정책 등의 위기극복 대책은 경기회복세를 앞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응급처방에 치

진입의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여

상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또한 과잉복지 및 선심성

당김으로써 매우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의존도

중한 나머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상대적으로 소홀

섯째, 국격을 높이고 국제적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예산낭비가 우려되었고 개별 경제주체의 인센티브

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극복하기 위

히 한 점도 미흡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G20 정상회담, OECD 개

를 왜곡하여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을 계기로 국격을 제고하고

있다. <표>는 이 같은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는 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역량을 강화

서민 정책의 구체적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위기극복 대책
■ 안순권

해서는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
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 성장전략을 마련하
여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 선진화 과제

앞으로 우리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해

해야 한다.
◎ 선진화 과제

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 평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하반기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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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

◎ 평가

라. 친서민 정책

친서민 정책은 참여정부 이후 어려움을 맞은 서
민들과 2008년 후반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에 대

할 수 있다. 첫째, 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의
■ 박승록

처하여 여러 종합적인 단기적 대책을 한꺼번에 제

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로 인하여 장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경제정책의 지속적인 추구는 쉽지 않게 되었고 우

한다.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에

양극화의 진전에 따른 친서민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한 패키지형 비상대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

선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더해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

상당수는 정책효과가 의문시(미소금융, 서민물가 대책,

책적 일관성과 다른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부족

과제가 되었다. 이런 고민을 우리나라만 한 것은

한 면세를 폐지하는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등)되었고, 시장경제 원칙의 손상

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친서

아니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

외화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함으로써 단기외채의

이 우려되는 정책(보금자리주택 공급 등)도 있다. 또한

민 정책 부문에서의 선진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

는 각국 정부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되

급증을 막고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의 제도화를 추

과잉복지(무상보육₩교육,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및 선심

시할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지 않

었다.

진함으로써 환율의 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

성 예산낭비(저신용 서민층지원 금융상품 제공 등), 개별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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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민정책 평가
정책평가 구분

(2) 공공정책

며 미등록규제를 조사₩등록하여 규제관리시스템

서민정책 조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가. 규제개혁 정책

비교적 양호한 효과

■ 이주선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핵심적인 정책적 규제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성과는 대부분 이

₩국민편익증진(고속버스 환승제,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

및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였으나 대통령의 리더십에만 의

명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실상 대

₩서민물가정책

존한 결과 임기 후반 국정목표가‘공정사회’
,‘친서민’
등

통령 지시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대통령

으로 변화하였다. 선제적이고 광폭적이며 실질적인 규제

의 리더십에만 의존한 결과 규제개혁의 기준, 목적

₩희망키움통장 사업

개혁을 위해‘자유시장, 민간 주도, 작은 정부’
라는 국정

및 우선순위 등이 불투명해졌고 규제영향분석이

₩유아용 기저귀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아젠다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유명무실화되었으며 규제심사지침의 지속적인 업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금 지원대상 확대
₩국민편익증진(영월 등 5개 군 도시가스 신규 공급)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전문성이 분

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대통령이 주재하

산되고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각 부처

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실질적

의 자체적 규제심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희망키움통장 사업

으로 가동하여 핵심적 규제를 개혁하는 데 실질적

상실한 채 사실상 거수기화되었으며 규제개혁실과

₩국민편익증진(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 확대)

인 진전을 보임으로써 각 부처의 자체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도 인력부족과 위원들

₩저신용 서민층지원 금융상품 제공

대한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의 인센티브 결여로 실질적인 견제역할을 하지 못

정책적 규제 및 덩어리 규제를 개혁한 점이 큰 성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품질이 불량한 규제가 도입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과라고 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규제 폐지를 포함

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에만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와 은행소유 지분제한규제

의존한 결과 임기 후반 국정목표가
‘공정사회’
,‘친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중 농₩어업인 학자금 무이자 지원

를 완화하였으며 산업의 금융소유 제한규제를 폐

서민’
등으로 변화하면서 규제개혁의 모멘텀이 약

지한 점,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지규제를 폐지하는

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기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후변화협약 및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SSM 규제,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방송₩신문 등 미디어산업에

온실가스 배출제한 규제와 같은 반시장적이고 이

대한 진입 및 소유규제를 완화한 점이 중요한 규제

데올로기적인 정책적 규제가 대거 도입되면서 실

개혁 사항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시적 규제유예제

질적인 규제수준은 오히려 임기 초보다 강화되었

도 및 규제 일몰제를 도입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 같은

할 수 있다. 경제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

규제들이 부처가 아닌 의원입법의 형태로 등장하

도록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체감 규제

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전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개혁도를 높였으며 개혁효과에 논란이 나타날 수

우회하고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유

있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개혁 수

명무실화되고 있는 제도적 결함이 더욱 크게 부각

단을 확보하였다. 또한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여 신

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보금자리주택 공급

다른 부작용(인센티브 왜곡)
발생 가능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확대

명목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거나 교차보조를 실시

단기적 지원정책의 경우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이

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바람직하다. 셋째, 친서민 정책을 이미 정착되어

또한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있는 제도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흡수하고 다른

경쟁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지원

제도와의 상충성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정부정책과

성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된 이해집단이 형성

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되고 정부업무가 정형화되어 조직이 확장되고 증
가된 예산이 다시 원상회복되는 것이 무척 어려우
므로 일시적인 이벤트성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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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형식화되는 등 오히려 규제관리체계는 답보

로 만들어 그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긍

₩국민편익증진(고속버스 환승제)(경쟁원리 훼손)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확대

선심성 예산낭비 우려

◎ 평가

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체계도 국가경쟁력강화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경쟁원리 훼손)

과잉복지

그레이드 노력과 규제집행 기관들의 규제개혁 노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고 아젠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부당이득)
시장경제 원칙 손상우려

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미소금융사업

정책효과 의문시

의 미비점을 개선하였고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여 규제관리와 규제심사 효율성은 높인 점이 인정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및 치료관리비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속하게 규제를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

Ⅰ. 2010년 연구사업 45

◎ 선진화 과제

와 함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채

내에서 의원 제안 법률안의 규제에 대한 검토와 자

무 범위가 국제비교를 위한 통계로는 적합하지 않

문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 내 규제자문 보좌기구를

아 금융성 기금,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

우선 무엇보다도‘자유시장, 민간 주도, 작은 정

설치하여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심사의 우회현상에

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포퓰리

부’
라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 국정 아젠다를 다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관리

등을 정부의 채무로 간주한다면 사실상 정부부채

즘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지출을

시 회복시켜야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임기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의 규모는 정부가 발표하는 수준을 넘을 것으로 판

억제하여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기조로

후반부를 향해 진행하고 있는 공정사회, 친서민,

통한 규제영향평가의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

단된다. 더욱이 최근 공기업 부채의 증가 원인이

복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지출구조를 시장 친

대중소기업상생 등 정치 공학적 이해득실에 따른

이며, 규제심사지침₩규제정보시스템₩규제영향분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4대강 사업 및

화적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증가를

국정 아젠다는 사실상 시장 규제, 정부 주도, 큰 정

석지침과 같은 규제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

임대주택의 건설 등과 같이 사실상 국책사업의 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부로의 회귀를 의미하여 규제개혁 환경과 성과를

키며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 교육을 강화하여야

행 때문이라는 점에서 공기업 부채의 급증은 사실

내실화와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상 국가채무 수준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이와 함께‘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의 조세원칙에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또 다른 문제점은 향후

부합하도록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표양성화를 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

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총 국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미과세

채무의 45.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하여야 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선진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한₩미 FTA 및 한₩EU FTA와 같은 대외개
방에 발맞추어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크

나.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게 진전시키고 실질적인 투자와 인센티브의 변화
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선제적이고 광폭적이며

■ 조경엽

◎ 선진화 과제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정치적 포퓰리즘에 부응한 결과 국가채무 수준은 빠른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되기 시작한 2009년도 본

다. 한편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고령화로 성장

규제와 국가균형발전 목표의 폐지, 상호출자금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의 감세정책

예산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으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제한 등과 같

기조는 유보되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

로 편성되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

할 때 법인세 인하유보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인하

은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의 전면 폐지, 경제자유구

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이와

한 2009년 추경예산부터‘위기극복’
과‘민생안

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한세의 존재가 세제

역 등의 실질적인 규제자유지역화, 방송₩통신₩미

함께“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의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
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화가 나타

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납세협력비용을 증진시키기

디어를 포함한 융복합산업 관련 규제의 네거티브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표양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도 관리대상수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연

지는-51조 원으로 GDP 대비-5%에 달해 향후

계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시스템 구축, 금융₩의료부문의 산업화 진전을
위한 규제개혁과 감독체계의 품질개선, 창의성 및
경쟁성 제고를 위한 교육규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 평가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747’
이라는 대선공약을 달성하

정부는 재정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1%포인

기 위해 감세정책, 규제개혁, 공기업민영화와 공공

트 이상 낮게 관리하여 적자규모를 연차별로 축소

셋째, 규제개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

개혁 등을 세부전략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취임

하여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보다도 규제개혁 관련 인력₩예산₩전문성의 강화를

초 촛불시위로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이 취소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임기 초 촛불시위의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일

되었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다

성장과 세수입 감소와 함께 복지지출과 성장잠재

영향으로 국민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기업이 대부분

원화하며 정부 내의 규제개혁 전문 인력을 규제개

시 강조되고 있다. 또한‘부자감세 논란’
에 밀려 감

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

제외된 형식적인 정책이 되어 버렸다. 또한 공기업의 자산

혁실 중심으로 재편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세정책이 유보되고 있으며 정치적 포퓰리즘 유혹

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계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

과 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반면에 공

보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처별 자체적

에 빠져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출

으로 평가된다.

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불

규제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내에

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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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리즘에 부응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한편 이명박 정부 초기의 감세정책 기조는 글로

부문별 전문규제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개

국가채무 수준은 국제비교상 양호한 수준이지만

벌 금융위기의 여파와‘부자 감세’
라는 논리에 밀

혁위원회를 독자적 정부조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2008년 말 308조 원 수준에서 2009년 말 366조

리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역량과 체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원 수준으로 18.7% 늘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다는 명목으로 세율인하가 유보된 것은 정치적 포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 조성봉

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정한 점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 평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6차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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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담겨 있는데 24개 기

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 부

기업 운영을 자율화하되 철저하게 시장규율을 통

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특

관의 민영화, 131개 출자회사 정리, 36개 기관의

채의 수준은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욱

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지나치게 공기업 경영의

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

통폐합, 2개 부문의 경쟁도입 그리고 다수 기관에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이래로

자율성을 해치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명성 제고 등의 9개 과제에 대해 평가 가능하다.

대한 기능 재조정 및 정원감축 등이 담겨 있다. 또

급증한 세종시₩혁신 및 기업도시₩임대주택 등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공기업의 자율성과 독

한 보수수준 및 복지후생제도의 재조정, 경영평가

비롯한 각종 SOC건설과 공공요금 억제와 같은 시

립성을 보장하여 북구형의 공기업 운영방식을 채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수를 줄이고 슬림화했다는

간소화, 경영공시 제도 및 노사관계 선진화와 같은

장개입이 공기업 부채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반면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공기업이 그

측면에서 성과가 인정되나 일회성 조직개편으로

소프트웨어적 경영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에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의 결과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공기

마쳤으며 통합₩폐지되는 조직에 대한 후속보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는 중요하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의 단

업에 대한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고 영향력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제외되었고 숫자

체협약을 공개하도록 한 이후 여러 공공기관의 단

한다.

국세행정 선진화의 경우 납세자 정보보호와 국

를 채우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공기

체협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특히

업과 자회사가 많이 포함되었다. 특히 발전회사,

정부가 단체협약 개정에 파업으로 저항한 코레일

가스공사, 한전KPS 등 에너지공기업과 수도사업

노조에 대해‘법과 원칙’
으로 대응하여 노조가 파

라. 정부개혁 정책

하고 전반적으로 인사 개혁, 세무행정 개혁, 납
세자를 위한 사법해석 사전도입 등이 이루어져

■ 김현석(국가경영연구원)

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KBS 2TV와 같은

업을 철회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은 것을 비롯

방송사업도 제외되었다. 통폐합에서도 주토공의

해 여러 공공기관에 대해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 정책은 정부조직 개편, 국세행

정부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숫자가

통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노조에 대해 보여준 가장 원

정 선진화, 감사개혁, 부패척결 등의 부문에서 성과가 인

여전히 많으며 일부는 집행까지 관여하여 해당

대상이 되었으며 4대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

칙 있는 대응이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정되지만 일 잘하는 정부라는‘실용적 목적 ’
에 치우친 나

부처의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머지 시스템적 제도개선에서는 미숙했다고 평가된다. 앞

U-정부는 하드웨어 구축은 잘 이루어졌으나 전

으로 통제 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기능은 자율성 위주로

반적인 업무재설계를 통한 후선조직(Back

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도 무산되
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크게

48

세청 감사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

◎ 선진화 과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부진한 이유는 2008년 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재편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0~20년 후의 우리 정부

Office)의 기능 및 조직재편, 일하는 방식에 대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이어 나타난 전 세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공

의 구체적인 모습을 재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한 개혁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진정한 성과가 나

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업 선진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

타나지 않고 있다.

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면서 위기극

첫째,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을 위한 로드

복이나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여

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발전 과

국민경제의 DNA를 바꿀 수 있는 공기업 개혁에

정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차지했던 역할을 재정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의 구현을 정부개혁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립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알맞은 역할을 다시 찾

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알뜰하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들 수 있다. 특히 공기업 개혁과 이를 수행하기 위

기 위해서 전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하게

고 유능한 정부 구현,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한 노력은 각급 감사기구의

한 사전준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

분석하고 재검토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

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 안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적극행정 면책제도’
를 도입

고, 무엇보다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철학으로 제대

획과 방법을 시점별로 정리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구현 등을 전략으로 제시

한 것은 긍정적이나 정책감사를 위한 실질적인

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 정부를 위해 공기업 민

하였다.

환경조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 성과평가는 각종 평가 제도를 정비하
◎ 평가

여 피평가기관의 부담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복평가와 과다한 평가부담의 문제를 완전히

이명박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공기업 선진화 계

영화 등 공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정부개혁 추진과제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세

공무원 인사제도는 행정고시 개혁 등 전반적인

획에 대한 성과 진도는 분야에 따라 다르다. 민영

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상하수도

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개별 정부부처가

인사제도 개혁프로그램이 불발에 그친 점이 안

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및 경쟁도입은 그 추

등 에너지 및 네트워크 부문의 민영화와 함께 우정

각각의 과제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깝게 여겨진다.

진속도와 실적이 저조한 반면 기관통합과 폐지 그

사업, 공중파 TV방송, 방송광고 등에 시장기능과

정부개혁은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국세행정선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라

리고 정원감축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반면 연봉제

민간참여를 강화하고 금융부문에서의 공격적인 민

화, 정부위원회 정비, U-정부 구현, 공공부문 성

는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

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에서는 제

영화로 관치금융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 셋째, 공

과개선, 내실 있는 감사,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

가되는데 추진전략과 실행방안 그리고 핵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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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은 지

개혁방향, 추진전략, 세부과제와 그 우선순위 등을

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개혁의 추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추진체계를 업그레이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드하고 지방이양 사무건수가 크게 늘어난 점은

의 개혁이 국민 지향적 수요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의미가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

공급자 위주로 계획되었으며 중앙의 통제 위주로

는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되었다는 문제점을 잘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면 고교선택제는 추첨 및 거주지 등에 의해 배정되
고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없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

가. 교육정책

시된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목표하에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대학의 구조조정 및 국공

■ 유진성

립대 법인화 방안이 도입되었으나 그 효과는 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경쟁력 향상 및 공교육

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보수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의 분야에

정부개혁은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 그리고 조

정상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승진 및 퇴출이 평가와 연계되지 않아 근본적인

서는 여전히 부패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직의 체질과 DNA를 정부조직의 자발성과 창의성

으로 평가되며, 자율, 경쟁, 다양성 및 친시장적 접근방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교장공모제는 일반학교의

못하고 사후적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을 발휘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에도 불

식과도 배치되는 면이 존재한다. 향후 평준화 정책 및 3

경우 초빙형 공모제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는 있으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체계를 수립

구하고 대증처방과 외과수술식 개혁에만 집중한

불 정책 제고,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시장 친화적 정

이 가능하여 그 도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또한

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은 인정된다.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통

책 강화, 지속적인 규제개혁 등을 실천적 과제로 삼아야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입과 퇴

제 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기능은 자율성 위주로

할 것이다.

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공립

전반적으로 정부개혁은 정부조직 개편, 국세행

재편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사뿐만 아니라 예

정선진화, 감사개혁, 부패척결 등의 부문에서 성과

산의 자율권을 부처에 주는 경우 그 성과는 폭발적

가 인정되지만 상당부분 일 잘하는 정부라는‘실용

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중 인재공급 방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성과 수월성을

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EBS 수능강

적 목적’
에 치중한 나머지 개별과제 중심의 단기적

식인 행정고시 등과 같은 채용제도를 철폐하고 개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경

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입학사정관제도,

목표를 통해 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

별부처에 인재등용권을 주고 주어진 예산하에 책

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기본

심야학원 교습금지와 수강료 상한제와 같은 직접

중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임 자율경영을 하게 한다면 정부의 역량강화, 성과

방향도 자율, 다양성,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간

적 규제 등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그러나 정부개혁이란 단발성 과제와 한 정권의

개선, 인사제도 개선, 공직 부정부패 문제 등을 동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방편, 정부의 일방

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즉, 정부개혁은 상시적인

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는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적 강행과 반시장적 규제에 의존하여 그 실효성이

개혁 대상으로서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이를 위한

다. 또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지나친 권위가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과 비교하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철학과 함께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분야

사라져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성과관리나 절차와

면,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에 보다 큰 방점을 찍었다

인데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은 이러한 점에서 미

투입에 대한 조사에 의거한 감사제도는 지양되어

고 할 수 있다.

숙했다고 평가된다.

야 한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제도와

대 법인화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표류하
◎ 평가

고 있는 등 아직 그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

◎ 선진화 과제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존의 평준화제도이

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 중 교과교실제는 상대

나 3불 정책을 유지한 틀 위에서 추진하였기 때문

끝으로 국가발전단계와 상황에 적합한 개혁방향

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반면 고교다양화

에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

정부개혁은 일회성 과업이 아니라 정권의 교체

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개혁에 대한 진보 진

300 프로젝트는 전국단위의 학생선발 불가, 지역

다양성, 경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실현

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연속적 과

영의 반대 원인이 보다 근본적인 데 있음이 밝혀지

할당제,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의 제약 등으로 자

하기 위해서는 평준화제도와 3불 정책을 재고하고

제이다. 따라서 정부개혁을 제도적인 관점을 갖고

고 있다. 예를 들어 민영화의 경우 발전상황에 맞

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과제와 함께

는 공공부문의 역할, 민영화 대상의 효율성 진단

평가된다.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은 3불 정책에

드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상세한 시간표를 포함한 정부개혁의 청사진을 제

등에 대한 기반원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대한 재논의가 없어 실질적인 대학입시의 자율화

특히 실질적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여

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추진이 원활할 수 있다. 통제와 권력으로만 개혁이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교육의 선택권과 책

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함께 우리나라의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

진행될 수 없는 공감의 시대가 온 것으로 보아야

무성 강화 측면에서 시행된 학교정보공시제도는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다. 특히 10∼20년 후의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모

할 것이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의 책무성을

도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

중앙의 권한집중 현상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선진화 과제

습을 재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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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문에서는 학교의 학생선택권이 제한
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도 완전하지 않으며, 학교

되 기술개발의 범위를 확대하며 응용기술의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과 등장은 시장기능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강

도입할 예정이고 탄소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직하다. 민간부문의 녹색투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하면서 자산형성 촉진과 주거복지를 정책이념으

에서 교원에 대한 해고와 평가도 제대로 수행하지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중기적 목표를

녹색기술을 선별하여 인증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로 하여 규제완화와 수요중심적 주택공급을 정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진입규제로 학교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

좀 더 폭넓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양

의 설립과 경쟁이 어렵고 등록금 규제 등 각종 규

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하고‘신성

는 녹색기술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

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제로 사립학교가 정부의 지원금에 의하여 교원 인

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과‘녹색기술 연구개발

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완화되었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규

건비를 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부의 공교육기

종합대책’등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구현하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온실

제가 완화 내지 철폐되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관과 차별이 없다. 정부가 학교 운영, 교원 인사,

기 위한 구체적 제도를 정비하였다는 점이 긍정적

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에 대한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내세워 향후 10년간 보금자

교육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의 육

현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 2020

리주택 150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권 출

있는바, 정부는 교육부문의 다양한 규제를 없애고

성₩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

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범 시부터 내재되어 있던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결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교육부문의 가

용하며 민간부문의 녹색투자를 정부의 인증을 받는

2013년부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녹색기술 분야로 유도하고 있어 정부가 시장의 역

하고 있으나 이는 현 정권이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야의 공약사항은

할을 대신하는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제도에 따른

수행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 이처럼 다음 정권에

일부 내용의 수정은 있었으나 비교적 충실하게 이

자원배분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산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에너지가격 현실화와 같이

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부처 간 이

당장에라도 현 정부가 시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맞아 저금리 기조의 유지, 건설부문의 유동성 지

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실가

하여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원, 각종 규제완화 및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우리

녹색성장 정책은 지나친 정부개입으로 자원배분의 왜곡

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방법과 과정에서 정당

증가할 수 있도록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나라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을 비교적 건실하게

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전환이 필요하

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서 배출전망치 대

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의 참여대상

유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금융위기를 벗

다. 또한 배출전망치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경

비 30% 감축이라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목표를 제

범위의 선정, 초기 할당, 조기이행에 대한 감축인

어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시한 점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 방법 및 탄소세 도입과의 연계사항 등과 관련하

규제를 강화하며 중₩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저해

있는 감축수단을 제시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현 정부의

평가된다. 특히 지나치게 초기의 짧은 기간 동안에

여 정부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민간주택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축목표를 높이는 Front-loading 방식은 경제성

이다.

건설이 위축되는 등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

나. 녹색정책
■ 황상현

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 정상화

장을 둔화시키는 방식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 평가

이명박 정부는‘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국가

적정 감축 스케줄로서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이

경쟁력 강화’
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위한 3대 목표

부처 이기주의에 물들어 부처 간 혼선과 이견이 나

로‘고효율₩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구축’
,‘기후산

타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
를 제시하였다. 이는

다. 부동산 정책

를 위한 8₩29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주택자금대출
규제가 일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보금자리주택

와 함께 녹색성장 정책이 관련법의 제정과정에서

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
, 지구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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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 정의철(건국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공급과 민간부문 참여 영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자산형성 촉진과 주거복지를 정책이념으로 하여 규제완

◎ 선진화 과제

화와 수요중심적 주택공급을 정책방향으로 추진하여 왔

◎ 선진화 과제

2008년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저탄소 녹색성

녹색성장 정책에서는 지나치게 시장에 대한 정

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포함하여 부동산 정책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포함하여 부동산

장”
이라는 국가비전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부의 개입이 강조되고 있어서 보다 시장 친화적인

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 자산형성 촉진 주거복지를 구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 자산형성 촉진 주거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를 배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재설계

전망치 대비 30%로 설정하였고 온실가스 감축수

것이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한 내용이다. 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에서

단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수송₩건설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육성을 펼치

벗어나 민간부문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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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 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패를 떠나 정책의 진정

중된 주요 정책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조제도 도입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체계를 확충하

성과 책임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이 확립

지류 근처에서 자주 발생하는 홍수에 대처하고 도

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서, 해양, 산간에 위치한 상습 가뭄지역으로의 수

고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세종시 수정안의 최대 의의는 원안 이행 시 발생

의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정

할 수도분할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정책품질 저하

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제를 철폐하고 주택자금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주

발전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정도시

자원 배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마. 4대강 살리기 사업

는 연계사업은 수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
■ 강성원

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안 대신 단기간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8₩29 부동산 대책을 보다 확대하여 주택거래 및

투자 10조 원을 유치함으로써 교육과학 중심 경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을 준설하고 보(洑)를 설치하

업을 단기적 경기부양대책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여 수자원 확보 및 수질관리를 도모한다. 과거 생태주의

재정건전성을 악화한 것은 문제이며 특히 수자원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취₩등록

있는 시도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은

적 접근보다는 실용성이 탁월하나, 경기 부양책으로 사

공사의 투자를 통해 예산감시를 회피한 선례를 남

세를 통합하는 등 과세체계를 바꾸어 세부담을 완

세종시 원안의 이념적 지지물인 국토균형발전전략

용되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다. 수자원관리

긴 것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화시켜야 한다.

이 만들어 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로섬 게임이

선진화를 위해서는 소하천₩상수도망 확충 및 상수도사업

라는 왜곡된 대결구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좌초하

민영화, 재정운용 선진화를 위해 대형국책사업 PAYGO

였다. 세종시 원안이 기업₩혁신도시와 패키지로

원칙 도입 및 공기업 민영화가 요구된다.

라. 세종시 정책

에서 세종시를 경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수정안

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투자사

◎ 선진화 과제

4대강 사업의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효과를 제
고하기 위해서는 지류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홍

추진되어 비수도권의 정치적 연대가 형성된 상황
■ 이선화

◎ 평가

수에 대응하기 위해 연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 분할에 따른 행정비효율과 국가경

계획은 비충청권에는 기업₩혁신도시의 유명무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대통령직속 지역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직접연계

쟁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의 성격을 행

화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세종시 수정

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사업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지적 가

정도시에서 경제도시로 바꾸려 한 정책이다. 이 정책의

안의 실패는 세종시 문제가 비단 충청권만이 아닌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을 시작하였으며, 2009

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산강 지구에 타 수계의 상

실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역구도 극복의 어려

큰 틀에서 비수도권 전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년 1월 녹색뉴딜사업에 포함시켰다. 이후 국토해

수원을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망을 확대하고, 해안

움을 보여준다. 세종시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 왜곡된

얽혀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양부 내에 창설된‘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에서 총

₩도서₩산간 지역에는 지방 상수도망을 확장하고 배

지역정책에 기원하므로 분권과 경쟁에 기초한 지역 및

평가할 수 있다.

괄하고 있으며, 2009년 6월‘4대강 살리기 마스

관 보수사업을 강화하며 대체수자원을 확보하는

터플랜’
을 확정한 이후 진척이 지속되어 2010년 9

것이 바람직하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4대강 사업

월 현재 공정의 25%가 완료되었다.

중 수변지구에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연계사업

국토전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 선진화 과제

행정비효율 및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문제, 통

4대강 사업은 퇴적토를 준설하여 홍수기 하천

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한편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

일 이후 행정기능 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

범람의 가능성을 낮추고, 하천에 보(洑)를 설치하

화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 민영화와 수도 노후

던 한나라당이 동참했던 신행정수도법을 무효화하

때 세종시 문제는 원안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

여 갈수기에 대비한 수량을 확보하며 수질악화 가

관 교체를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고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

직하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폐기가 정치적으로 실

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질오염집중관리구역을 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으로 인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세종시 정책을 추진하

행 불가능하다면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입법 및

치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하천환경을 변화

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

였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은 세종시 수정안

행정기구 전체가 함께 이전하는 편이 행정기능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관리를 도모하는

사 적용대상 사업에 대해서 PAYGO 원칙을 도입

으로 집약되는데 이는 2010년 6월 국회 본회의 부

분산한 현안보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유리할 것

생태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면 4대강 살리기 사

하여야 한다. 또한 수자원공사 투자로 분류된 사업

결로 일단락되었다.

이다. 지역정책이 균형발전론이나 지역이기주의에

업은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

은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은 세종시 원안의 문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의 균등이 아닌 기회의

한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업을 대상으로‘예산사업 심층평가’
를 수행하여 예

제점을 인식하고 정략적₩정치적 이해에 안주하는

공정성, 지역안배가 아닌 지역 간 경쟁의 원칙이

고 평가된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세계적인 경제위

비타당성조사 회피 논란을 종식하고 차후 지속적

길을 택하지 않고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개선책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중앙정부에 집

기 이후 침체를 맞은 건설투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인 사후평가의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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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평가된다. 이처럼 대외통상 정책의 핵심인 FTA를

의 FTA 체결을 통해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 표

다양한 국가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준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FTA를

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 대외통상 정책의 또 다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향후 FTA

른 특징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정책은 이행에 따른 이익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개발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

일관되게 지켜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원조) 정책에 대해 먼저 OECD DAC(Development

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외

있으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남북관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원조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이명박 정부의 대외통상 정책은 다양한 국가와의 FTA

한 점과 기본법을 제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ODA 정책과 시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원조기

적인 대응태세와 대비책이 부족했다. 앞으로 대북정책은

추진, ODA 확대,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 등 개방 확대를

수 있다. G20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관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방안을

안보에 바탕을 두고「우리의 생존을 확보한 다음 공존이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및 위상 제고라는 측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였다는 점

제시한다면 외교통상부가 ODA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는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철학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FTA 활용도 제고를

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원조의 시행은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위한 시스템 구축, 쌀 조기관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

제안한‘코리아 이니셔티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며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이

축, 개도국 개발 지원)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

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조

요구된다.

어낸 점은 국제사회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

의 효율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4) 외교₩통상 및 대북정책

가. 대외통상 정책
■ 송원근

■ 김영수(서강대)

◎ 평가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북한의 핵 포기, 생산적

으로 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무역자유화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FTA 활

인 남북관계, 상호존중, 대화의 문호개방 등과 같

함께 대통령이 정책적₩외교적 노력을 주도하여

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관행정 서

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이른바‘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표방했던 실용적

UAE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원전의 수출산업

비스와 통관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상’
으로 제시했다. 이런 목표와 함께 이명박 정

통상외교와 능동적 개방,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

화 전략을 이끈 것은 향후 원전시장의 중요성과 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통관행정은

부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하였고 진정성 있

한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 FTA 체결 다변화 추

전수출의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

통관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적으

는 대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추진을 내세웠다.

진, 대외개발원조 확대의 목표는 대체적으로 정책

된다. G20 정상회담과 UAE 원전의 성공적 수주

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행정서비

또한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남북교

에 반영되어 실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통상 정책은 대통

스와 투명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류 방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단

이명박 정부의 자유무역 및 개방 확대 노력은 긍정

령의 리더십과 주도적인 노력이 높게 평가되지만

받고 있다. 또한 쌀 조기관세화와 DDA(Doha

행했고 교류협력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외통상 정책의 핵심인

그만큼 대통령 1인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문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원칙을 세우

FTA정책의 경우 EU와의 FTA협상을 마무리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노력이 미흡하다는 지

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쌀 조기관세화는 관세화 지

고 이를 일관되게 지켜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인도와의 CEPA(Comprenensive

적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향후 대외통상 정책에서

연에 따른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개방의 지연에 따

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 사이에 대화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

장기적인 성과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시스템 구

른 농업 구조조정 지연과 농업경쟁력 정체의 악순

와 교류만 증가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고 생각

동반자협정)를 발효하였다. 이 밖에 페루와의 FTA

축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환이라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

하던 기존의 지배적 인식을 바꾸고 노력한 점과 남

어야 한다. DDA 협상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실

북관계에서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천을 위해 빠른 타결이 필요하며 G20에서 합의한

찾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특

바와 같이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에 한국 정

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빠른 통일’
보다

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는‘바른 통일’
을 내세우며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

◎ 평가

협상이 타결되었고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FTA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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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북정책

◎ 선진화 과제

또한 한₩일, 한₩중, 한₩중₩일, 한₩러, 한₩이스라엘,

FTA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

한₩MERCOSUR, 한₩SACU FTA가 검토 중에 있

나인 동북아 3국의 무역자유화는 궁극적으로 동아

다.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FTA협상은 G20을 앞두

시아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효과적

고 막판 협상까지 벌였으나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

으로 달성하고 동북아에서 실질적인 자유무역을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가

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되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협

실현하기 위해서는 FTA 추진에 있어서 전략적 수

진전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상을 마무리 짓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적절하였다고

순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일본과

적인 대응태세와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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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 피침사태와 연평도 포격사태에 있어서 중요

를 간파하고 북한이 포기₩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

한 초기의 응징기회를 놓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인

엇인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의

것은 아쉬울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성과를 기대하고 안보의 근간과 대북정책의 지지

하여야 할 정부의 책임에 크게 미흡한 점이라고 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심리정보활동을

단된다. 또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의 배경이 되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는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에 적절히 대비하지

넷째, 지금까지 습관처럼 논의하던‘통일(統一)’
이

못한 문제점도 드러난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통할 수 있는‘통이(通異)’

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논의 그리고 안보

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향후

를 관리하면서 평화체제를 논구하는 아이디어는

통일교육도 이런 중장기적 미래구상과 남북분단

현 정부는 실업증가, 소득양극화, 가계수지의 악화, 물가상승 등에 따라 서민생활

구체적이지 못하여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른 총체

현실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과 모색을

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도해야 한다.

데 이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시장경제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대│표│연구과제│

박승록 외 6인

판단된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천안함 피침의

원칙 손상, 과잉복지, 선심성 예산낭비, 인센티브 왜곡, 정책효과 의문 등의 문제

원인에 대하여 정부의 공식적 발표를 믿지 못하고

점을 가지는바 이를 적극 보완하여 서민생활에서 더 나아가 국민생활 안정에 효

갈라져 있는 국론 분열의 모습 속에서 이명박 정부

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

가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국
민들에게 적절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이명박 정부의 15개 부문의
정책평가는 일률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미흡한 평가
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되

◎ 선진화 과제

는 정책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며, 반대

1. 연구배경 및 목적

다. 하지만 서민생활의 보호, 시장경제원칙의 존
중, 구체적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객관적

우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은 생존보다 공

로 미흡한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수행한 측면

존이라는 생각을 실현하기엔 아직 남북관계의 신

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주요

뢰구축이 약하고,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에 의미 있

부문에 있어서도 최근 미흡한 점이 많아지고 있어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는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

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으며, 미흡한 평가를

다. 현 정부는 실업증가, 소득양극화, 가계수지의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 서민정책 가운

다. 안보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생존을 확보한 다

내린 부문의 경우에도 그 장기적 효과가 늦게 나타

약화,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서민생활

데 서민생활의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크거나,

음 공존이 있다는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철학을 국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진정한 가

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

많은 논란이 있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주제에

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

치는 부문별 정책평가와 함께 보다 건설적이고 미

고, 서민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다양한 서민정책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다. 둘째로, 상대편 반응을 고려하면서 세련되고

래지향적인 선진화 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을 추진 중이다.

제시하고자 한다.

똑똑한 대북정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북한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제일 싫어하는가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시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지금까지 대략 2회에 걸
쳐서 추진된 바 있는데, 첫 번째는 2009년 6월 30
일‘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과 2010년 1월 6

2. 연구내용

일‘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
에서 구체화된 바
있다. 현 정부의 이런 서민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정책의 실행과 그 효과에 대한 불협화음, 다
양한 언론매체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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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설 윤
최근 2009년 소득양극화는 2008년 대비 다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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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소득불평도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실업자 추이는 정부 초기인 2003년 818천 명에

대출금이 소모성 자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2009년의 가계수지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 2005년 887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006

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미소금융재단은 민간의 자

실업자 수의 큰 증가는 최근의 경기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년과 2007년에는 각각 827천 명, 783천 명을 기

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정치적 여건 변

록하여 증가폭이 완화되었다.

화가 있을 경우 그 지속성이 쉽게 영향받을 수 있

다. 보육₩교육 지원 확대
■ 이태규

소득불평도를 살펴보면 2009년 전국가구를 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출재

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14로

있다. 2009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733조

원의 잠식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

중산층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무상보육 확대정책

전년도의 0.315에 비해 낮아져 다소 개선되었다.

7천억 원, 이 중 가계대출은 692조 원으로서 전체

해서도 기존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과의 공동사

은 보육비 지원보다는 교육비 지원이 좀 더 효과적일

전 가구 대상의 지니계수 또한 0.293으로 전년대

의 94.1%를 차지하였다. 2009년 말 예금은행과

업, 자금 위탁 등을 통해 대출 상환율을 높일 필요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이 부담

비 감소하여 소득 불평등도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의 합은 550조7

가 있다. 또한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지점 수

해야 할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채

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난 정부(2003~2007년) 동

천억 원이며 그중 주택담보대출은 328조8천억 원

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 불이행률을 낮추고,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

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

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수는 0.277에서 0.296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타났다. 소득 5분위 배율을 통한 소득 양극화는
2009년 5.76을 기록하여 2008년의 5.71에 비해

나. 서민금융

다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2006년과
2007년(각각 5.39, 5.61)과 비교하여 증가 속도는

■ 이태규

다른 하나의 서민금융정책은 예금과 보험상품

치가 필요하다.

보급을 통한 저신용 서민층 지원 금융상품 제공이
다.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연 7%의 높은 우대금리

정부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만 0~4세인 둘째

를 제공하는 자유적금 상품인‘우체국새봄자유적

자녀 이상에 대해 보육료 및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

금’
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원의 행복보험’
이

해 왔으며 2010년 들어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라는 소액서민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 저신용으

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하였

완화되었다. 전국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미소금융사업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대출 상환율을 높

로 인한 애로는 대출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빈곤율은 다소 증가하였는데, 2009년 상대적 빈곤

일 필요가 있고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지점 수를 축

지원을 하려면 대출 지원이 좀 더 바람직하다. 물

및 유치원에 다닐 경우만 지원하였으나 완화된 조

율은 15.2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15.0보다 다소 증

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저신용₩저소득

론 제도의 목적이 저신용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것

건에서는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

가하였다.

층을 위한 금융상품은 한시적 성격이 강하여 이 같은 단

이지만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신용으로

에 다니는지에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이면 지원하

기적 지원정책은 향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한 어려움 해소를 먼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고 있다. 이 같은 무상보육 확대정책은 저출산 문

다. 한편 저신용층을 위한 적금과 저소득층을 위

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는 하나 현

가계수지를 나타내는 2009년 전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81만6천 원으로 2008년

60

직하다.

의 278만9천 원 대비 0.9% 증가하였다. 2008년은

서민금융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한 보험의 공통적 문제점은 지원이 일시적일 가능

재 저출산 문제는 보육비 지원을 통해서는 근본적

전년 대비 6.1%의 증가율로 나타나 지난 정부 동

다. 하나는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 미소(美少)금

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저신용층을 위한 적금의

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게다가 소득하위

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

융사업으로 기존의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경우 가입기간이 1년이며 우대금리가 7%포인트나

60~70% 사이 계층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

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소득 분위별

크레디트(microcredit) 사업을 확대₩개편하면서

되어 해당 상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는데 이 계층에 대한 둘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비

가계수지 중 하위분위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가

시작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기업 및 금융권

것으로 예상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전액 지원은 과다한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만

구원수가 적은 반면 상위분위는 연령이 낮고 평균

기부금(휴면예금 출연금 포함)으로 기금을 조성하

도 한정된 재원(23억 원)에 바탕을 둔 1년 기한의

약 중산층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보

가구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개인신용

상품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한다는 보장

육비 지원보다는 교육비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2009년 실업자는 889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은 없다.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위험으로

있으므로 둘째아 이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좀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는 584천 명으

자에 국한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설립 이후 2개

부터의 보호는 정책의 지속성이 있어야 달성할 수

투자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 2008년 대비 79천 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304

월 동안(2010년 2월 22일까지) 대출한 자금의 용

있으므로 동 제도의 정책효과는 사실상 매우 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천 명으로 전년대비 39천 명 증가하였다. 2008년

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등록사업자 자금이 전체

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저신용₩저소득

Contingent Loan)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일정

실업자는 769천 명으로 2007년도의 783천 명에

대출자금의 3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으며 수

층을 위한 금융상품은 한시적 성격이 강하며 이

소득 이하(소득 7분위 이하) 계층 대학생에게 등록

비해 감소하였다. 지난 정부(2003~2007년) 동안

혜자별 비중도 51%로 가장 많았다. 이런 현상은

같은 단기적 지원정책은 향후 지양하는 것이 바람

금 실소요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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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ICL은

으로 건강보험의 질적 저하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

험급여 청구 정도에 따라 보험료 지급액을 달리하

폐해가 예상되므로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정책들

한국장학재단(2009년 5월 출범)이 채권발행을 통

한 도전을 낳을 것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는 건강보험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경미

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과

해 대출재원을 조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책입안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한 질병에 대한 과잉진료 현상을 축소하고 보험가

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 2010년 3월 말 기준 전체 학자금 대출 중 ICL

먼저 현행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서민주거안정

학자금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 중 28%로 정부 예상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의료복지는 지속

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

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치의 15.5%에 불과하다. 반면에 일반상환대출 실

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수입

서 고비용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

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적치는 예상인원의 113%로 예상을 초과하였다. 예

증대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는 의료복지 혜택의 확

편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느 정도 상

분양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과 장기간

상보다는 실적치가 낮지만 ICL은 학자금대출로 인

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며 건

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보

의 전매제한조치는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수요를

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강보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은

장성 강화는 건전한 재정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할

배제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의 사실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국민건강

를 반영하지만 전매제한 이후에는 투기의 대상이

향후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재정낭비를 막기 위

다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과거의 정부와 크게 다르

증진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매조기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만약 70만 채가 반드시 필

해서는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상환시

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도

검진과 치료비 지원 등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사업

요한 보금자리주택의 양이라면 정부는 새로운 공

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

입된 친서민 정책의 일환인 의료복지는 본인부담

을 보다 더 많이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여 활용도를

공재원을 투입해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양만큼의

한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률을 인하하거나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지원을 강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는 보

신규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져 더

화하는 등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 많은 재원의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민들이 스스

들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리고 현재 보금자

나은 직장을 위해 취업을 유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치매예방관리와 같은 예방성 프로그램의 도입으

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보다

리 주택은 일부 그린벨트지역을 활용하여 정부주

있다. 또한 상환시기가 길어질수록 이자부담이 커

로 요약될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병 예방

도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는 그린벨트 토지주의 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행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방향으로 판단된다.

을 주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으로도 설

져 채무 불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

동일한 비용이나 적은 비용으로 복지혜택이 늘

라서 상환시기가 빨라질 수 있도록 상환시기가 빠

어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르면 빠를수록 이자경감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지

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속 가능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ICL 도입으로 인해 대학의 자발적인 장학제도 및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건강보

명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주민등록상에 3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의 전기요
금을 20% 할인해 주는 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

■ 김학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유인도 존재하

험료 수입 등의 2010년 증가율은 6.4%에 불과하

기 때문에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ICL에 전가

지만 보장성 강화 및 보험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이명박 정부는 서민주거안정과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을

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수혜

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부실대

보험 급여비는 12%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작은데다가 수혜대상이 소득수준과 상관없

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고 대

서 건강보험은 실질적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심각한 폐해가 예

어 정책 실효성은 매우 회의적이다. 희망키움통장

학이 ICL 외에 다양한 장학제도를 자체적으로 갖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

상되므로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면밀히 재검

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자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출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도 있다.

이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지

토하여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초수급자

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

라. 의료복지 강화

질적 저하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낳을 것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

■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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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

에 없다는 점을 정책입안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조한 출산율을 제고

효성은 회의적이다. 특히, 탈수급률이 10%에 미달
이명박 정부는 서민주거안정과 저소득 빈곤층의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탈수급 이후 3년 이내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 3자녀

수급자로 다시 편입되는 비율이 72%에 달하고 있

수입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 급여

건강보험의 제한된 재원을 이용하여 재정건전성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희망키움통

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생

및 대상 확대는 악화된 건강보험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들

장 사업 등의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

계, 교육, 주거, 해산, 장제비 등의 모든 지원이 중

만들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운용 기조는 궁극적

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보

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심각한

단되므로 수급자 기준을 갓 벗어난 경우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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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수급자 시절보다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으

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사

재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높은 상태이고 그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로 판단된다.

회적 약자로만 보며 시장경제원리의 예외적 관점

정책적 설계가 요구된다.

일부 보험종목에 편중되지 않는 제도의 운영과 함

향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3자녀 이상 가구

에서 지원정책을 시행할 경우 근본적 문제해결 없

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와 같이 실효성이 불분명한

이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이벤트성 지원은 과감히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과

들가게(Smart shop) 육성의 경우 정부가 가장 기

사. 중소기업 지원 확대

험상품 개발과 기존 보험상품의 담보범위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 이병기

같이 항구적 재정소요를 유발하고 시장경제원칙에

대를 하고 있는 지원정책이지만 이와 유사한 동네

위배되는 사업은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슈퍼마켓 공동브랜드인‘코사마트’
가 브랜드 가치

서민정책 중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을 위

인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를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에 대한 슈퍼마켓 운영자들의 인식부족과 경쟁력

한 연장근로 임금할증률 인하, 수출보험의 중소서비스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전면적 수급실태를 조사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큰 성과를 내지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물류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

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못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축 목적₩내용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서비스 수출보험을 활성화하여 현재 추진 중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육₩해₩공 물류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사용자 중심

의 기초수급권자에 집중되고 있는 복지지원제도하

지원정책과 병행하고 있는 SSM 규제정책의 경

에서 탈수급을 돕는다는 취지로 새로운 복지혜택

우 영세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한 SSM 규제는 소

기존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는 조

년 간 5개년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 중이며, 이를

을 기초수급권자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비자 이익으로 귀결되는‘경쟁’보호가 아닌‘경쟁

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

통해서 그래픽 기반의 물류정보서비스, 다차원 물

으로 판단된다.

자’보호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WTO 서

하는 경우에 추가고용 1인당 일정금액을 주5일근

류분석서비스,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 등을 제공

비스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경제적 수요심사

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주5일근무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물류 통합

(economic needs test)’
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

정보시스템 구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한 중소 유통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SSM의

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는 시스템구축의 내용과 목적을 보다 구체화해야

진입을 규제할 경우 이미 진입해 있는 SSM이나

2009년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534개 중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물류정보화 사

대규모 소매점 규제정책은 WTO 위반소지, 한₩미 FTA

중소 유통점들이 장기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소기업 사업체에 약 30억 원 정도 지원되었다. 하

업은 민간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때 더욱 효과를 발

와 한₩EU FTA에 악영향, 소비자 이익침해, 유통산업 발

있는 기반만 마련해 주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지만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하며, 고용

휘되기 때문에 여전히 최첨단 정보기술(IT) 관련

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자(대

뿐만 아니라 SSM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소비자의

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물류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미

규모 소매상)규제를 통한 약자(영세 소상인)보호정책은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의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흡한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기업의 물

지양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정책과 지역상권 활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초과근로의 임금할증

류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결국 영세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률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있다.

은 소상공인들이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려 차별화

위해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방안으로는 연장근로에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매우 높은

된 경쟁력을 갖추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가 필요하며, 이는 사용자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경쟁력 강화 정

근로자로 하여금 일근(day work)근로 또는 교대

어 지역경제발전의 발판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

책’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시장경쟁

근로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니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

범주 외에서 도태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

중소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서민정책 중 농업부문의 경우에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

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

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다만 시장

는 국내의 내수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해외진

적 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역모기지제도를 신축적으

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

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생계

출을 지원하고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로 운영하고 농지매입사업의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고 이것은 크게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한 경영여

형 소상공인들을 시장경제와 분리하여 지원할 경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건 개선과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

우 영원한 취약계층으로 고착시킬 수 있으므로 시

수출보험은 경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성 보험, 2

현재 정부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

퍼마켓) 규제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으로 볼 수 있

장경제 참여와 연계된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 따

년 이상의 중장기성 보험 및 신용보증₩환변동 보

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지원을 강화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라서 정책의존성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시장경제로

험 등으로 구분할 때 단기성 보험의 비중이 매우

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바.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신석훈

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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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농₩어업인 지원 강화
■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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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에 포함된 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연금보험

몇 가지 개선은 필요하다. 우선 보험대상 범위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편익증진의 한계, 정부의 재정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

료 지원확대,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

확대 및 보험가입률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

부담, 홍보부족으로 인한 국민 인식 부족 등의 문

는 전시성 정책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확대 및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중 사과와 배를 제외한 대다

제점이 존재하며 이들의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생

수의 보험목적물에서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

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업자들을 참여시켜 국민

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변화되고 있고 또 고

다. 정책성 보험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보험대상 범

들의 실질 편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고속버스

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의 지속적인 확대, 재해복구비 지원 및 정책자금

환승제의 경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의 비조합원

영세₩고령농의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융자 시 가입 유도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률을 확대

이나 시외버스 사업자들도 환승제에 참여할 수 있

현재의 친서민 세제지원 정책의 개선은‘넓은 세원, 낮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무상복구비 지원

도록 하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대기시

세율’
의 조세이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그 출발

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

제도를 감축시킴으로써 중복지원과 같은 정부의

간 단축 및 노선확대 효과 등을 가져와 국민들의

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조세에 의해 초래되는 경제적

적 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촌형 사

정책혼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사업

왜곡현상을 축소하기 위해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지

의 재정부담을 고려하고 정책수행 시의 관리방법

속적으로 축소하고 세율은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한 조세정책에 의해 모든 사회적 현상도 교정할 수 있다

기존 소외계층 중심에서 일반시민으로 대상을 확

고 믿는 조세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완화 등 규제의 완화가 필요
하다. 농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금액 증가와

자. 국민편익증진

함께 장기연체자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농촌형 역모기지제도와 관련하여

■ 유진성

■ 김학수

대하고 있으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

일정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인출하고 나머지를 매

다양한 사업자들 참여로 국민들의 실질 편익을 증진하

로 시장에서 소비가 가능한 계층은 대상에서 배제

이명박 정부는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

달 일정금액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농

고, 재정부담을 고려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하며, 국민들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관리

감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면적이 넓은 경우, 전체 보유토지 중 3만㎡까지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용자 입장

감독도 사후 평가 시스템 활용하여 사업자의 자율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문화 활

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을 고려한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국민편

성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서민

익증진 정책은 전시성 정책을 배제하고 서민중심의 정책

것이다. 셋째, 국민편익증진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및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여러 조치

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

들 중에서 분유, 기저귀, 구내식당 음식공급에 대

다. 인지도가 높지 않은 주요 국민편익증진 정책에

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소비자 가격에 공급자가 지

농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
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청산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매입농지 등은 당해농가에 장기임대하

국민편익증진 정책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

관하여 포괄적 대상의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정

출한 매입부가가치세가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

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도

고 더 나아가 국민생활의 개선 및 편익을 증진시킨

책 수혜대상이 되는 특정 소외계층에게는 전화 홍

고 출산장려나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바도 미미할

모하는 제도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다는 취지에서 제시한‘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

보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

비교적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지

활’가운데 한 부분이다.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려 효과는 현재 매우 높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

한 정책으로는 고속버스 환승제 도입 및 확대, 경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택스

을 낮추고 복지제도 운용의 효율화가 수반될 때 더

락이 예상되는 지역 등의 경우 농지매입사업의 보

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 온라인 우표제도 신설,

(WeTax)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사용상

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 결

수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부채규모 1

온라인 내용증명제도 도입,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절차상 복잡성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서비스의

과는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배 이내로 운영하기로 한 지원배수는 현재의 지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여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을

하향 추세에 맞추어 더욱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영

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대체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위해 시행하고 있는 500만 원 한도의 결손처분된

될 필요가 있다.

처리제 등이 있다. 지역균형 발전 및 소외계층 문

로 국민편익증진 정책이 서민생활의 편의 도모라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의 잠재적 수혜

2010년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은 농작물이 20개

화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영월 등 5개

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국민편익증진 정책을 서

대상은 약 40만 명으로 실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

종목에서 25개 종목으로, 가축은 13종에서 14종,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

민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하거나 취업을 얼마나 많이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류는 1종에서 2종으로 확대하였다. 최근 농작물

그램 및 대상자 확대정책 등이 있다.

등록사무 전국처리제 등은 서민중심의 정책이라고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뚜렷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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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부문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생

화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필품 가격안정을 위해‘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

둘째, 배추₩무 등 채소류는 일반적으로 공급의

다. 하지만 서민물가정책, 미소금융사업, 3자녀 이

어렵지만 최소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을 마련했다. 2008년

비탄력성, 가격의 불안정성, 계절성, 지역성을 가

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희망키움통장 사업, 유아

것으로 판단된다.

3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으로 저소득층

지고 있어서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산지유

용 기저귀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

의 구입 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통 또는 소비자 유통과정의 합리화 등 다양한 방법

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금 지원대상 확대, 국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다.

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민편익증진(영월 등 5개 군 도시가스 신규 공급),

현재의 친서민 세제지원 정책의 개선은‘넓은 세
원, 낮은 세율’
의 조세이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양호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데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

서민물가의 상승요인을 보면 유가, 환율, 국제

는 과거에도 농산물 가격급등에 대응하여 할당관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

히, 조세에 의해 초래되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축소

곡물가, 농산물 가격, 교육비 상승이 서민물가에

세 인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

제와 같은 개선대책들은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발

하기 위해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지속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 근본적인 대응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큰 효과는

휘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축소하고 세율은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조

유가, 곡물가, 환율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

없었다.

세정책에 의해 모든 사회적 현상도 교정할 수 있다

승은 그 대책에 한계가 있었다. 농산물 가격안정

셋째, 사교육비₩공교육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손상, 과잉복지, 선심성 예산낭비, 인센티브 왜곡

고 믿는 조세만능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

대책 또한 수급불균형에 의해 초래되는 성격이 강

다양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

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보완

히 저출산 현상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높은 주

하므로, 배추, 파 등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서 의문시된다. 특히 대학등록금 동결, 학자금 대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택가격, 보육환경과 사교육비 등에 있음에도 불구

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가격급

출제도 등 공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은 다른 부작

하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공제제도를 바꾸

등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또한 교육비

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분유와 기저귀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심야교습시간의

익증진(고속버스 환승제)과 SSM 규제는 경쟁원리

제해 주는 것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믿고 도입한

제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 입학사정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이런 정책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운영, 등록금 상한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근로장려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등의 많은 교육비 상승 완화를 위한 대책이 모색

해서는 현행 복지제도 간 상호작용을 면밀히 고려

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5%로 제한되어 있는

못하다.

3. 평가

특히 아래에 열거하는 정책들은 시장경제원리

먼저 시장경제원리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부당이득의 폐해를, 국민편

둘째, 서민이 아닌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으로 함
으로써 과잉복지의 우려가 있는 것은 둘째자녀 이

본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는 실업증가, 소득양극

상 무상보육₩교육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희

화, 가계수지의 악화, 물가상승 등에 따라 서민생

망키움통장 사업, 국민편익증진(사회 문화예술교
육 지원대상 확대) 등을 지적하였다.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노력이 필요

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하겠지만 그것들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부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셋째, 선심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으로 판단된다.

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다음의 물가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저신용 서민층지원 금융상품 제공, 서민생활 지원

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는 시장경제 원칙 손상, 과잉복지, 선심성 예산

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들

첫째, 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하여 생

낭비, 인센티브 왜곡, 정책효과 의문 등의 문제점

었다.

산원가 절감, 기술혁신을 통해 특히 에너지 가격

을 가지는바 이를 적극 보완하여 서민생활 더 나아

넷째, 인센티브 왜곡과 같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

증가에 의한 비용증가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이 가

가 국민생활 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

되는 조치들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서민물가 상승은 유가, 곡물가, 환율 등 외부적 요인과

장 우선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산물가격 불안정, 교육비 상승과 같은 요인에 의해 주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주개

서민생활(국민생활 포함) 개선대책 가운데 취업

로 초래되고 있으므로, 지나친 시장개입보다는 장기적으

발률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프랑스의 자주율이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및

로 경제의 체질강화, 해외자원의 활용도 제고, 유통구조

90% 이상, 이탈리아는 50% 이상). 식량, 에너지는

치료관리비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교육비 대책은 부작용 발생에 대

안보적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확보노력이 필요

활동 재개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비해야 한다.

하고 유류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체제하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국민편익증진(고속버

서 유통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스 환승제,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 등은 비교적

카. 서민물가 대책
■ 박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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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민정책의 종합평가
정책평가 구분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서민정책 조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대│표│연구과제│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및 치료관리비 지원
비교적 양호한 효과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국민편익증진(고속버스 환승제,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

변양규 외 3인

₩서민물가정책
₩미소금융사업

정책효과 의문시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

₩희망키움통장 사업

동시장의 탈규제화 및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노사 간 협상

₩유아용 기저귀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력 균형의 달성,「법과 원칙」
의 지속적 적용 및 고용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금 지원대상 확대

사회복지제도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국민편익증진(영월 등 5개 군 도시가스 신규 공급)

을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시장경제 원칙
손상 우려
(부당이득 및 경쟁원리 훼손)

₩보금자리주택 공급(부당이득)
₩국민편익증진(고속버스 환승제)(경쟁원리 훼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경쟁원리 훼손)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확대

과잉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희망키움통장 사업
₩국민편익증진(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 확대)

1. 연구배경 및 목적

₩저신용 서민층지원 금융상품 제공
선심성 예산낭비 우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보금자리주택 공급

다른 부작용
(인센티브 왜곡)
발생 가능성

금융위기라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하면서도 적

그러나 고용 내지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내₩외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극적인 고용하락 방지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

부(취업₩실업)시장, 세대, 남성₩여성, 업종, 기업규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중 농어업인 학자금 무이자 지원

행이도 우리 경제는 급격한 고용축소를 경험하지

모, 부처별 정책, 노동시장법제도, 노사관계법제도

는 않았으며 이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어느 정도

등이 얽힌 복잡하고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금융

이러한 이유로 고용문제 개선 내지 노동시장 개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한 각종 노동시장 정책

문제에 대한 정책방안 모색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들은 대부분 단기적이면서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과

투입을 유발하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이었다. 따라

노동시장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다양한 영

서 이제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단기적 고용정책

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파악하고 기존의 제안

을 점차 축소시키고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들을 검토하여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즉, 우리

매뉴얼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에서 본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 및 노동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선전략을 다

장제도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고용률 제고를 위

시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이는 새로운 노동환경에

한 노동시장 개선 추진 정책을 매뉴얼 형식으로 정

주: 1) 일부 정책조치는 복수평가 대상, 2) 일부 정책은 서민을 포함한 국민생활 개선대책임.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속적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체계 확립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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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한 기업의 고용전략 수립에도 필수적이며 지

Ⅰ. 2010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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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2. 연구내용
가. 고용창출력 개선방안
■ 변양규₩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72

한다. 또한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성화, 전문경력 퇴직자용 일자리 개발 등을 통해

적 기준을 제시하고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적

는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형

점진적 은퇴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

용하여 타임오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필요

태의 고용서비스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근로조건

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주된 정책대상을 중소기업

가 있다.

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및 취약계층 근로자로 전환하고 고용보험 및 일반

한편 해고의‘정당한 사유’
를 유형화한 입법화는

한다.

회계 재원을 이용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중

다양한 유형의 정당한 사유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우 다양한 근로형태를

소기업 재직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등 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해고제한규정의

비정규직으로 통칭함에 따라 실제 임금격차가 크

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체가 차별받는

있다.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경제적₩법률적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것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노동시장 등 각종 세부 노

한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함에 따

동시장의 탈규제화를 통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해야

라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실질적

나. 노동시장제도 개선방안

인 유연화를 위해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의 신설,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대상 확대, 그리고 적용

■ 이승길(아주대)₩김태정(삼성경제연구소)

단위기간의 연장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

하며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독점력을 완화시키고

다. 따라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폐지 내지 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화, 기간제 사용기간 적용제외 집단 확대 등을 통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에 부합

용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를 추진하여야 한다.

해 비정규직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최우

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

이루어야 한다.

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유노조에 대한

하다. 또한 대체근로 금지규정 및 유니온 숍 제도의 폐지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1부「고용창출력 개선방안」
에서는 주요 노동

과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를 통해 노사 간 협상력의 균형을 달성해야 하며 고용 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운영 중에 있고 2008년부

시장별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및 문제

제공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인

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로의 전환을 이루

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을

식할 필요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

어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공부조는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고용의 중심에 있는 중

성과는 무관하게 대기업₩유노조의 독점력에 의해

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호중

발생하는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경쟁 도입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기

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

심의 중소기업정책과 규제 중심의 대기업정책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또한 법과 원칙의 준수,「근로기

위해서는 해고제도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임금 및

생활보장제도로 확대₩개편되었고 참여정부를 거

규정될 수 있는 현재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준법」
의 해고 관련 조항 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 임

근로시간의 유연화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유

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범위가 확대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중

금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연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취업규칙 변경

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확대되었다.

1961년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국민

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대기업에 적용되

한편 고급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절차를 개선하고 시장임금 데이터를 확충하며 동

그러나 고용불안이 심한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낮

는 규제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 성장유인

형태의 단시간근로를 개발하고, 사회보험제도 및

시에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매뉴얼을 개선

아 예방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한 중소기

근로소득세제 개선을 통해 단시간근로 공급 및 수

하여 생산성 임금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있으며 소규모사업장,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 가

업의 지속적 창업과 과감한 구조조정 및 국제화를

요 유인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또한 육아기 근

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예외 사항

입률도 낮다. 또한 공공부조 역시 수급범위의 확대

통해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로시간 단축제 및 탄력근로시간제의 적극적 시행

인‘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를 명문화

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지속되고 있음

가 있다.

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를 개선할 필요가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한편 청년실업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층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자의 노동력을 더 적

있다. 그리고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영업의

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사회지출비용의 급증에

의 인식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근무 유인을 제고하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적합한 직

자유)라는 관점에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

대응하여 소득계층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고, 정부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활성화, 민간고

무를 개발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연한 적

고, 복수노조 허용이 실시될 경우 자주적 단결권

필요하다. 또한 인구특성별 사회보험시스템을 개

용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민간고용서비스 파트너

용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근로시

(단결선택의 자유)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유니온 숍

발하여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보장과 일자리의

십 확충 등 청년 일자리 중개 시스템 내실화를 통

간 단축형 단시간근로제를 확대하여 고령층의 고

제도를 폐지하여 균형 잡힌 노사 간 교섭력의 회복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활사업, 근로장려세제

해 청년고용 미스매치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퇴직인력 전직프로그램 활

도 필요하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한 실질

및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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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 각종 세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신기술 습득, 재훈련 등 범사회적인 준비를 통해

폐지하여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연

고용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로

구들처럼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

의 전환을 이루어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간의 선순

고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

환을 달성해야 한다.

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임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법
│대│표│연구과제│

파트타임이나 유연한 근로형태의 제공, 지속적인

한편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을 종식시키고 노사

금 및 근로시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

관계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행정의 독자

화를 추진해서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연구

성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적당한 타협은 또

들도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내₩외

다른 논쟁의 원인이 되므로 단기적 손실이 있더라

부 노동시장, 세대, 성별,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경영자의 책임문제를 세법, 형법, 회사법 등의

도‘법과 원칙’
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노

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간의 연구로부터 일

영역별로 구분하여 국내외 판례 분석, 평가이론 분석 등의 법경제학적 접근을 시

동문제에 대한‘법과 원칙’
의 구현을 달성하는 것

목요연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

도하고 개별 법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주

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식 가치 평가방법과 관련된 경제₩경영 분야에서의 논의들을 법학에서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고용과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현황 및

규범성₩객관성 관점에서 분석하며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입법론과 해

신석훈 외 2인

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다양한 영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파

3. 평가

악하고 기존의 제안들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매뉴얼 형식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노동시

이 평가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가 아니라고 하는 등 경영진에게 최소한의 규범
적 기준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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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상속이나 경영권승계

조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에서의 주

현재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매수제도에

식가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책임문제가 쟁점

서 가장 핵심쟁점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이고 이

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해결은 미흡한 상

문제는 최근 차입매수(LBO) 방식에 의한 기업인

태이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에 관하여 세법이나

수 증가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가치 평가와

자본시장법에서는 과세목적과 투자자 보호 목적을

관련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재편 과정에

위해 평가기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직접적 거래당

서 축출되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여

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사고팔아야 하

보상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주식가격의 계산문제

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회사의

를 넘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갈등해소와 구

경영진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할 때 어떠한 평가방

조조정의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을 사용해야 회사법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가

이를 고려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법 모색이 필

라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판례에서

요하다.

는 경영진이 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한 경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세법,

우에도 배임죄를 인정하는가 하면, 회계법인에 의

형법, 회사법 등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국내외 판례

뢰하여 최첨단 기법을 동원한 경우에도 적절한 평

분석, 평가이론 분석, 실증분석 등의 법경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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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시도하고 개별 법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총

만큼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지

가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

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

금까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주

의 갈등과정에 주식가치 평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

가치 평가는 결국 회사가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

로‘주식의 가격산정’
에 국한되어 있고 그것도 경

각되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생존

므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법과 관련된 경제₩경영 분야에서의 다양성₩주관성

영학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은 비

을 위하여 합병이나 영업양도₩양수, 기업분할 등

회사법상 경영자의 행동에 대한 잣대를 자연스럽

을 법학에서 요구되는 규범성₩객관성 관점에서 분

상장주식 가치 산정 및 평가가 회사의 이해당사자

과 같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였고

게 제시해 주고 있다.

석하며 평가방법의 입법론과 해석론을 제시하고

들 간 권리의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정에서

결국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회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상속이나 경영권승

또한 미쳐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는 이에 동의하는 다수주주와 반대하는 소수주주

사법상 복잡한 논쟁을 야기하는 문제이면서 동시

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비상장주식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단지 비상장회사 주

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자본다수결원칙에 따

에 회사법상 경영자 행동의 잣대를 제시해 줄 수

의 발행, 주식의 양수₩양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식가치 평가를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도 아니다. 또

라 다수 주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도대로 회사를

있다. 주식가치 평가의 문제가 고도의 기술적 문제

강제매수 등에서 항상 문제되는 비상장주식 가치

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만이 별도로 존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

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경제학적 공식에 의해서만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형사상₩민사상 책임범위

하는 것도 아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회사

을 우려가 있는 소수주주들에게는 그들이 투자한

해결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규범적 문제일

설정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론

의 가치’
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치 평

자본을 회수하여 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함으

수밖에 없다.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가 문제는 회사금융과 회사 지배구조논쟁과 직접

로써 주주 간의 이해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주식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문제가

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며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끌

수청구제도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주식가치를 얼

단순히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었던 경영자의 회사법적₩형법적 책임범위를 설정

마로 평가하여 보상을 해줄 것인가이다. 특히 최근

평가를 위한 기술적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상법이 도입하고자 하는‘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

회사법상 다양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갈등과 이러

문제를 단순히 계산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

도와 현금 합병제도’즉 스큐즈 아웃(Squeeze-

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경영진의 의무판단의 핵심

다. 단순히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기술적 문제가 아

Out)은 주식매수청구권과 달리 소수주주들의 의

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니라 회사법상의 규범적 문제이기도 하다.

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축출되는 경우이므로 축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된 현행 입법과 법원

회사법이란 회사에 자본을 제공한 주주와 채권

되는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얼마로 평가해 줄 것인

의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비상장주식 평

경영학에서의 다양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법들 중 회

자의 갈등, 주주 간의 갈등, 경영자와 주주 간의 갈

가에 대한 것은 더욱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또

가라는 경영학상의 논제가 회사법과 자연스럽게

사법의 관심사인 소유경영분리로 인한 대리비용, 지배주

등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정에서 경영자의 역할과

한 스큐즈 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LBO로 기업을

연결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주와 소주주주 간의 갈등(지배권 프리미엄)과 이러한 갈

책임문제 등을 다루는 것이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

인수한 후 소수주주들을 스큐즈 아웃하여 회사를

등 해결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

가 또는 회사가치 평가에 대한 경영학상의 주제가

상장 폐지하는 경우가 늘 것이므로 주식가치 평가

(DCF)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러한 평가방

회사법상의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의 문제는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업구조

법의 회사법적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있고 미쳐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정 과정에서의 주식평가문제는 소수주주 보호의

연구의 목적이다.

법리와 회사 경영의 효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명제

2. 연구내용
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회사법
■ 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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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에 관한 연구
■ 최승재(경북대)

최근 삼성사건₩SK사건을 계기로 비상장주식의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책임문제가 쟁점화

삼성사건은 신주발행가격을 두고 벌어진 기존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

주주와 신주주 간의 갈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최근

그런데 주식가치 평가 또는 회사가치 평가와 관

한 다양한 가치평가모델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보충적

문제가 주로 배임죄와 관련해, 배임죄의 구성요건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LBO, 즉 자기돈이 아닌

련된 회사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모든 갈등상황의

평가방법 자체도 좀 더 세분화하여 이를 통하여 법원이

인 회사의 손해발생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되

남의 돈을 빌려 다른 회사를 매입하는 기업인수의

중심에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만 하는 경영진

사안에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 있다. 상장회사의 주식과 달리 비상장회사의 주

한 방법인 차입매수는 주주와 채권자의 갈등과 관

의 의무가 놓여 있다. 회사법상 경영진의 의무는

모색하였다.

식은 주식시장에서 활발한 거래를 통해 가격이 형

련된 것이다. LBO는 반드시 비상장주식 평가와

한마디로‘회사’
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라는 것이

성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가치 평

다. 이것은 결국 회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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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규정이 다른 법제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록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존 세법상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에 경영학 등에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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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기준으로 하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

전한 평가일 수는 없으므로, 감정의 활용을 법원

위이다. 따라서 배임죄를 통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드의 기업가치가 (-)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의 규정은 시가를 발견하

및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태도

확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비록 손실발생만으로 배

존재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거래조건이 사인 간의

기 어려운 경우,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결국

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부기하였다.

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경영자들에게 손

거래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라면 동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세법상 평가방법과

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여기

건설이 동부월드의 매각으로 손실을 보았다고 본

들로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명확성을 가지는 일

다른 법의 평가방법이 서로 분리되어 법마다 평가

고 있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응의 기준이므로 이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된다.

방법이 다 상이한 것은 규범순응비용을 높이고, 예

수 있다.

세법상의 주식가치 평가의 문제는 세법상의 주식

견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규범 상

SK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장기업인 워커힐의

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와 같

가치 평가방법으로서 오로지 세법 내부적인 기준

황이므로 이러한 규범상황을 극복하는 데 제시된

주식가치를 장부상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은 과

이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경영진이 현저하게 불공정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임원들의 배임죄 성

대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한 가격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위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단지 유동성의 상실만으로

배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 공정한 가치를 계산하

하였다. 대법원은 워커힐 주식에 대하여 30%의 경

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실거래가격의 불공정성

영권 프리미엄을 부과한 것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여부에‘공정가치의 3분의 1 정도’
라는 기준을 제

보았지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부과하여야 적정

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규범적인 것이라고 말하

립 여부의 판단을 위한 손해액의 산정, 주주대표소
송에서의 손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에까지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연구

법원이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다른 기준을 들어
시가를 판단하면서, 형사벌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 정기화(전남대)

것은 예견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며, 형사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는 존재할 수 없으

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이

였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일

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며, 이러한 불분명한 기준을 근거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지적하고 있듯이 SK C&C가 아닌 다른 거래당사

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전히 의심스

현 상황에서 세법상의 규정이 널리 다른 법제에

형사처벌하는 것은‘죄형 법정주의’
에 어긋날 수 있으므

자였다면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었

럽다.

도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법상의 주식가치 평

로 경영진이 거래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이용한 비상장주

다. 적정 프리미엄의 가치가 30% 이상이라면 비록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비

가기준을 경영학 등에서 발전한 다양한 가치평가

식의 평가방법이 거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타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더라도 30%의 프리미엄을

상장주식의 가치를 비롯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의

모델을 흡수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당성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해야 한다.

지불한 것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인

따라서 적정 프리미엄의 가치가 30% 이상일 수 있

식하여야 한다. 가치 평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법원

더해서 보충적 평가방법 자체도 좀 더 세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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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보다 사안에 적합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데, 적정 프리미엄의

이 기업의 손해발생을 넓게 인정하는 현재의 법리

평가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

기업의 가치 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진들은 배임죄 처벌에 대해

요하다.

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

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합리적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동부건설사건에서 법원이 동부월드의 거래가격

기업가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

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더라도 실제 거래

이 적정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본 가장 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기업경영에 대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가격이 그러한 가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유는 1,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양도대금

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의 손해

입법례를 살펴보며,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들을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래의 수익이며,

이 무상이나 다름없는 주당 1원에 불과하였고, 동

발생에 대해서 일차적 피해자는 주주다. 이들은 민

검토하여 적절한 규범보완방안을 찾아보려고 하였

미래의 수익은 거래당사자들의 주관적 판단의 몫

부건설이 동부월드에 대한 보증을 그대로 유지한

사적 방법으로 자신의 손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

다. 가중치의 단계화, 순손익가치만 고려하는 경우

이기 때문이다. 기관 투자자들 간에도 3개월 후의

것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거래조건은 동부월드

다. 그리고 주주를 제외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를 허용, 수익가치 계산방법의 다원화, 지배주주할

주가 전망에 대한 예상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의 기업가치가 (-)라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그

민사적 권리구제도 필요하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증 세분화, 소수주주 할인의 도입, 유사기업 비교

것이 현실이다.

래서 동부건설이 동부월드의 매각으로 손실을 입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적지 않다.

방법의 보완,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반영을

그런데 법원은 배임죄의 적용에 있어서 손해 발

은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미래수익이

법원이 불가피하게 비상장법인의 가치 평가와

허용하자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생의 위험성까지 손해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을 뿐 기업의 가치가 (+)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손실

formula based approach는 그 자체의 속성상 완

기업경영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

라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동부월

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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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제3자 간에 존재하였을 적정 가치를 무시하

상속이나 경영권승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는 것이다. 이러한 적정 가치에 대한 엄격한 입증

야기되는 비상장주식의 발행, 주식의 양수₩양도,

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이 적정하였는가를 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강제매수 등에서 항상 문제

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식의 적정 가치의 평가

되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책

에 대해서도 거래가격이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임범위 설정을 위한 입법론₩해석론을 제시하였

적정 가치에서‘현저하게’벗어난 불공정한 가격이

다.

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기업에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이 적
정 가치에서 벗어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 의
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주제별 연구과제
국제경제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거시경제 현황과 정부의 역할
기업법 및 경쟁제도 개선과제
기업정책의 문제점과 성과
노동시장 분석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과제
시장경제의 심층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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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관련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주│제│별│연구과제│

국제경제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조경엽₩박승록₩송원근₩이태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의 주요 아젠다는 금융, 무역 및 투자, 기후변화와 녹

- G20 정상회담 관련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될 전망이다.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의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한다. 지나친 금융규제, 글로벌 불균형 해소,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나친 사
회적 책임요구 등은 민간의 역할을 억제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출구전략의 배경 및 파급효과
- PIIGS 국가부도 위기의 교훈
- 한₩중₩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 한₩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 오바마 정부의‘볼커 룰’
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대외무역 지표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계획에 있다. 글

G20 정상회담에서 주로 논의될 아젠다는 금융,

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이

무역 및 투자,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

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의장국으로서 역할

적 책임분야 등의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G20 의장

금융규제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은 관계로 G20 각

국으로서 중재자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

국의 실무 관계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해

익에 반하는 의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금융규제의 개혁방향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장국으

에 대한 윤곽은 이미 드러난 상태이다. G20 정상

로서의 역할을 충실이 수행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

회담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의제들이 중점

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추가될 것

두고 있다.

으로 예상되는 의제는 현재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
다. 금융부문에서의 구체적인 아젠다로는 금융건
전성 규제, 장외 파생상품시장 개선, 보상체계 개
선, 회계제도 개선,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금융안전망
구축, 은행세 도입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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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과 더불어 국제무역 및
투자가 급감하였고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급

한‘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
를 구체화하는 방안
을 제시할 전망이다.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에 따른 보호무역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따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국제표준에 부합하

라서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아직은 국제표준

는 무역₩투자 활성화, 보호무역의 방지와 더불어

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의 내용이 기업활동에 부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및 국제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기업의 사회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적 책임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방향을 예의주시하

된다. 구체적인 아젠다로는 DDA(Doha Develop-

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앞서서

본 연구는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루어진 주요 20개국

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타결의 이니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G20)의 합의로 글로벌 환율갈등이 봉합되었으나 미국 등의 양적완화로 인해

│주│제│별│연구과제│

감과 무역금융의 축소에 기인한다. 또한 경기침체

안순권

셔티브 확보,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2011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환율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외국자본의 과

무역활성화 방안, 투자활성화 방안, 환경 상품 및

도한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

서비스 교역활성화 방안,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

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시행하며, 중장기적 원화강세 가능성에 대비

3. 평가

한 경제 구조조정 및 기업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격차 해소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는 개도국과 선진국

G20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

간의 입장 차이로 선언적인 합의에 그칠 전망이다.

고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입장을 중재해야

즉 선진국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개도국의 참여,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보다는 명분에 치우칠 가

재정 및 기술지원 등 코펜하겐에서 합의를 이루지

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예상되는 아젠다를

못한 내용을 멕시코에서 열릴 제16차 당사국 총회

발굴하고 논의 방향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의장

에서 타결하자는 정도의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

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우리

이 높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저탄소-녹색

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10월 22~23일에 열린 경주 G20 재무

의하였다. 본 연구는 경주 G20 환율합의의 문제점

성장 정책을 선택한 우리 정부는 더욱 능동적인 역

따라서 본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은

을 살펴보고, 글로벌 환율갈등의 향방을 전망하며,

할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개최하고 우리의 국익은 물론 좀 더 나은 글로벌

환율전쟁을 막기 위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번 합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려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환율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 신흥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할 경우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가 제안

로 평가된다.

국과 선진국 간에 균형 있게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1. 연구배경 및 목적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
금) 쿼터를 신흥국에 6%포인트 이상 이전하기로 합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이행, 경쟁적 평가절하 자
제 및 선진국들의 과도한 환율 변동성 경계 등 세

2. 연구내용

가지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또 환율과 관련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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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지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

경주합의로 환율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으나 이번

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공조와 가능한 모든 정책

선언의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환율전쟁의

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중국을 내세운 신

경상수지 관리제가 타당하며 실효성이 있는지 의

흥국이 대립각을 세우던 환율갈등은 경주 G20 회

문이다. 환율문제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무역

의에서 빅딜에 의한 타협으로 봉합되었다. 선진국

불균형은 비시장적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모

이 주장해 온 개도국 통화절상을 얻어낸 대가로

순되는 측면이 있다. 경상수지의 4%룰 설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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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가운데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별 정책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서
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이다.

86

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달러

겹치는 상황에 대비, 품질경쟁력 강화와 신제품 개

3. 평가

발 및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급 우위 지속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

한국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원화의 가파

본 연구는 2010년 8월 이후 일본의 외환시장 개

미국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로 달러약세의 명분을

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

른 상승세와 환율의 쏠림현상 및 변동성을 완화하

입과 미₩중 간의 환율갈등 고조로 심화된 글로벌

확보한 만큼 추가 양적완화 규모 6,000억 달러로

폭 둔화 전망,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환율전쟁이 10월 말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시장예상 수준에 머물렀으나, 추가 양적완화 조치

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방경직이 강화될 수 있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대응능력 제고, 물

총재회의에서 봉합된 배경을 분석하고 환율갈등의

로 달러가치 하락세가 심화될 경우 자국 통화가치

2011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하회하기

가안정 및 환율변동성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향방을 전망한 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가 상승하는 각국의 반발을 불러와 환율갈등이 재

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국의 환율갈등이 지속되

조합의 구성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에는 물가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였다고 평가된다. 특

연될 소지가 있다.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합의 이후

면서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원화절상 압력은 점차

안정과 환율안정이 모두 중요하나 환율하락보다 물

히 보고서가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

중국이 위안화환율체제를 개혁해 위안화의 유연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Frankel and Wei(1994)의

가상승이 더 큰 부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G20

의의 환율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상

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

방법을 사용해서 위안화의 아시아 통화에 대한 영

재무장관 합의로 환율전쟁의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별로 실효성 있는 정

하다.

향을 평가한 결과 한국 원화의 경우 위안화의 가치

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를 회복하는

책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서울 G20 정상회

환율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선진

가 1%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도 0.1553%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환율갈등이 완화된 만큼 물

의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한대로 11월 서울 G20 정

국의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 가치가 태

가와 환율 간 딜레마에서 벗어나 기준금리의 정상

상회의에서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2011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환율갈등은 계속될 것으

국바트화 다음으로 위안화 가치에 의해 가장 크게

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내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데 이른 것은 그

로 예상된다. 미₩중 간의 타협으로 환율갈등이 완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국내여건이 호조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올려

의의가 적지 않다. 큰 틀의 합의로 환율갈등이 더

놓는 것이 향후 경기재하강 및 금융불안 재발 시 정

심화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책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는 2011년 상반기까지

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불균형

중장기적으로 달러당 1,000원대 이하의 저환율

해소과정에서 환율불안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에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비한 경제 구조조정 및 기업

대비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실행하게 하며 글로벌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원화강세는 한국경제에 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

글로벌 환율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함으로써

의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할 G20체제를 공고히 유지

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증분석 결과 1990

는 방안으로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억제하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끈 점도 주목된다. 위안화 절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굳히는 노력이 중요하다.

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원/엔 환율이 1%

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의

상이 원화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본

내년 이후 환율불안정과 관련이 있는 국제통화체제

상승할 경우, 즉 원화절상 폭이 엔화절상 폭보다

급격한 유입 규제는 원화강세 완화와 해외유동성

원의 거시경제모델을 사용하여 원/달러 환율이 한

개편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작을 경우 수출이 0.10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유입에 따른 인플레 압력완화, 향후 외자의 급격한

국의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경기부양과 환율방어를 위한 미국의 양적완화

났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유출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

추정한 것도 적절한 연구 기법으로 볼 수 있다. 글

규모가 일본, 유로존보다 훨씬 많아 2011년 상반

지목하고 일본 재계의 요청을 받아 원화강세를 유

입은 원화절상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바 환

로벌 환율갈등이 완화된 만큼 물가와 환율 간 딜레

기까지 달러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하려는 시장개입을 검토한 것의 배경을 설명하

율전망이 한쪽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마에서 벗어나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

2011년 미 달러화는 신흥시장국 및 아시아 개도국

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자본유출입 제어

며,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

통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세기조를 지속할 것

정부는 저환율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내수확대

방안의 검토 및 시행은 외환시장에 환율의 하방경

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되 탄력

으로 전망된다.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빅맥지수

형 경제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수출의존도를

직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 국채 이자소

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Big Mac Index)에 따르면 아시아통화들은

줄이고 내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내수와 수

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되 탄력세율을 적

하다고 밝힌 점도 시의적절한 정책대안 제시로 평

20~40% 정도 절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

출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교육₩의료₩법률

용하는 절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가할 만하다.

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미 달러

등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내수기반을

보인다. 평상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과도한

약세와 아시아 통화강세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 원고시대에 대비하여 기

외자유입이 우려될 경우 탄력적으로 세율을 상향

망된다. 중국정부는 중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속

업은 중장기적인 경영합리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조정하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기 자본유출

도로 내년 중 4~5% 정도로 원만하게 위안화 절상

추진해야 한다. 내년 이후 원화강세와 엔화약세가

입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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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의 배경 및 파급효과

안순권

이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적자 문제 등으로 케인스학파와 통화주의학파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처방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

2011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재정정책의 출구전략을

이 재정적자 누적과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여 남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유럽재정위기와 같은 재정파탄을 일으킨 정부실패

한국의 금리 변동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

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발생, 세계경제 회복세에

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9년 1분기부터 2009년 4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콜금리 변동이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에서 볼 때 일본의 경기대

국내 실질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서울지역 아파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과 유동성 공급 확대 조

책은 일본경제의 자율적인 시장교정을 저해하여

트가격, 주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자기회귀

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원화₩외화 유동성회수, 중

불황탈출을 어렵게 하고 저성장 체질을 고착화하

(VAR)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금

소기업 금융지원 축소 및 기준금리 인상 등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이행 현황을 살

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케인스학파의 재정지출

리인상 충격은 경제성장률,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펴본 후 출구전략이 실물경제와 가계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소비자

확대정책은 시장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소비자물가, 주가 등에 시차를 두고 음(-)의 반응

수요에 맞는 생산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거품이 생기지 않는 건실한 성장을 유도

대신 생산구조를 일본정부의 수요에 맞추게 하여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일본경제의 생산성을 약화시켰다. 금융위기 및 경

은 양(+)과 음(-)의 반응이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

기침체 극복을 위한 케인스학파와 통화주의 이론

났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상승하는

의 한계는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등 가계 부채의 건전성이 높아져 금리인상이 가계

의미하는 출구전략의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 소비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

위기 전반에는 금융시스템 붕괴와 실물경기의 급

정된다.

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경기회복속도에 맞춰 정상화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정지출 축소 등은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에 적

랭을 막기 위한 응급처방으로 확장적 통화₩재정정

금리인상은 기업의 채산성과 자금사정에 부정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출구전략

책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비를 넘긴 상황

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하

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에서는 시장자율조정에 의해 생산구조를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변동이 대기업 및 중소기

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

이행 현황을 살펴본 후 출구전략이 한국경제에 미

수요에 맞게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업의 채산성 및 자금사정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회

지출 확대정책, 초저금리정책 및 금융시스템 안정

칠 영향을 분석하며 출구전략의 방향과 대응방안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 같은 비상적 대책의 효과로

을 제시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원

귀 분석한 결과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신용경

화₩외화 유동성회수 등 미시정책이 대부분 정상화

색 상황에서 금리 변동과 신용스프레드는 중소기

인해 위기 발생 1년을 지나면서 세계경제는 회복

한 후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였다.

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를 보였으며, 긴급피난적 정책의 부작용이 우려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2000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월별 자료를 이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용하여 콜금리 변동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

확대된 공공일자리도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이 더딘

리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자기회귀(VAR)모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줄여나갔다.

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금리인상은 기업의 대

됨에 따라 출구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금융

2. 연구내용

위기가 해소되고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확장적 금

88

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저성장과 고용부진 및 재

융₩재정정책이 지속되면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각국의 정책대응은

왜곡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인플레이션

재정정책에서는 케인스학파의 유효수요창출이론

Clarida, Gali & Gertler(1998) 및 Eichengreen

출금리 인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

압력이 높아지며 재정수지가 악화된다. 반면 비상

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에서는 고전

(2004)에서 사용된 테일러 준칙(Taylor rule)과 유

을 미치게 되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부정적

조치를 성급하게 거둘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

학파 계열의 통화주의학파의 유동성공급이론이 각

사한 형태의 국내 통화정책 함수식을 추정한 결과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얹어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각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운용은 생산갭 및 환율변화

금리인상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채산성, 자

진다. 그만큼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의 선택이 매

세계경제는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

에는 반응하나 인플레갭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반

금사정 및 생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 중요하다.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 및 재

처한 각국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

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4분기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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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은행부실 등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는 방안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금리인상이 대기업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기극복 과정

보다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하여 국가채무가 빠른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대기업보다 자금사정과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출

경쟁력이 취약한 측면 탓도 있지만 한계기업이 저

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속적 감세정책과 재정

금리 기조하에 연명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성

고 볼 수 있다.

장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PIIGS 국가부도 위기의 교훈
│주│제│별│연구과제│

전략의 시행 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

김필헌

2010년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
한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의 정상화 차원에서 적
절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경제를 안정적인 회복세

본 연구는 PIIGS 국가부도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제시하였다.

3. 평가

첫째, 통화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지

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자원배분 조절기능
을 정상화해야 하며, 인위적 저금리 기조를 시정하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요

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경제 여건이 호조를 보일

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우리나라의 출구전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 놓는 것이 향후 경기하강 시

략의 시기와 파급영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

정책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

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대외경제의 불

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케인스학파와 통화주의학

확실성이 완화되고 물가불안이 현실화된다면 연내

파 처방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불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황을 인위적 경기부양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예상된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에 3.0%, 하반

시장에서 자율 조정하는 과정으로 설명한 오스트

기에 3.5~4.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아학파 이론에서 출구전략 시행이 필요한 이론

용되는 과도한 고용보호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행)의 저금리 정책 유지로 인한 자본배분의 비효율
성이 존재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PIGS

안정적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회복은 저금리

적 토대를 도출한 점에서 논리 전개가 돋보인다.

최근 스페인을 중심으로 다시 PIIGS(Portugal,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 이전부터 이미 초과수요로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조조정 촉진과 무역활성

테일러 준칙과 유사한 형태의 국내 통화정책 함수

Italy, Ireland, Greece, Spain) 국가들에 대한 우

인한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경험해 왔다. 이

화 등 민간경제의 활성화 방안에서 찾는 것이 바람

식을 추정하여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운용에 미치

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IIGS 국가

들의 유로존 가입은 착시효과를 통해 해외자금의

직하다.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외부충격의 피해를

는 요인을 분석하고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

들이 위기에 빠지게 된 여러 원인들을 되짚어 보고

유입을 가속화시켰고 초과수요 현상이 더욱 심화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및 신

는 시점을 추정하여 기준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기조의 전

되었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던 ECB의

용보증 등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을 보호하였으나

밝힌 것도 적절한 연구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안정

환과 대비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저금리 정책도 PIGS 국가들의 초과수요를 한층

위기를 수습한 상황에서는 부실을 정리하는 구조

적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회복은 저금리 정책에

찾아보고자 한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규제완

의존하기보다는 구조조정 촉진과 무역활성화 등

둘째, PIIGS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

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

민간경제의 활성화 방안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

아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위기를 맞게 된 대표적

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무역장

다고 한 점도 시의적절한 정책대안 제시로 평가할

벽을 제거하여 무역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가계

만하다.

부채 부담 증가, 소비둔화, 기업매출 감소, 투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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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인 사례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재정건전성 악
화는 복지지출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일반 공공서

본 연구는 PIIGS 국가들의 부도 위기 원인을 생

비스가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

산 기능의 왜곡과 재정정책의 비효율성이라는 측

에 비해 높으며, 사회보장지출을 보더라도 경제성

면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이들 국가의 유로존 가

장률에 비해 복지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었음을

입과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

알 수 있다. 이탈리아는 복지지출 확대보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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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째, 정부지출의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경우이다. 이탈리아의 재정제도는 의무지출 비중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증가세와 향후 인구고령화

이 상당히 높은데다 예산안 수립과정이 복잡하다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

감안하면, 약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지

정건전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만한

금의 PIIGS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재정운용과 더불어 높은 지하경제 비중과 서비스

따라서 복지지출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고 정부

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취약한 세수기반은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

이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

써「작은 정부, 큰 시장」
의 정책기조를 공고히 할

이 되고 있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과

본 연구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파악하고 그 실현을 위한 추진

셋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노동생산성 저

도한 고용보호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

전략 및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한₩중₩일 FTA의 걸림돌인 중₩일 간의 경쟁

하가 국가부도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직 관련 규제의 완화와 함께 정규직에 대한 과도하

관계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자유화 수준이 높고 포괄

1995~2008년 기간 중 미국과 비교한 스페인과 이

고 경직적인 고용보호 수준을 개선하여 노동시장

적인 한₩중₩일 FTA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탈리아의 노동생산성은 20%포인트가량 하락하여

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원활한 노동자원의

유로존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배분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비대칭적인 고용보호제도에

할 것이다.

한₩중₩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주│제│별│연구과제│

송원근

기인한다. 스페인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
용보호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
였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

3. 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로 이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2. 연구내용

비정규직과 정규직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노

기존 문헌들이 재정정책에 집중하거나 PIIGS

동시장이 남과 북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스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일종의

한₩중₩일 FTA가 산관학 공동연구의 출범으로

한₩중₩일 FTA는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및

페인과 이탈리아의 비대칭적 고용보호 제도는 비정

동향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한₩중₩일 FTA

투자₩기술협력 확대와 더불어 잠재적 거대시장인

규직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축적 동기를 위축시켜

PIIGS 위기의 원인을 되짚어 보고 우리나라의 정

는 향후 서구 선진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

중국과의 교역₩투자 증대 등을 통해 긍정적인 거

노동생산성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

적 거대시장의 통합을 촉발시킬 수 있는 FTA라는

시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

를 찾을 수 있다. 정부역할의 증대와 함께 정부의

점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책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적극적 시장개입이나 복지정책의 확대 등에 대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한₩중₩일 FTA의 경

대가 수직적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심화에 따른

있다. 통화정책의 목표를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

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교역패턴에 근거해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제한

정에 두고 준칙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정책적 불확

책방향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목적은 중₩일 간의 정치적 긴장관계 및 주도권 경

된 범위 내에서의 교역 증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

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

된다.

쟁, 그리고 3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 속에

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 간 교역패턴에 대한 분

서 한₩중₩일 FTA의 실현을 위한 전략 및 한국의

석 결과 3국 간 교역의 확대에 따라 수직적 분업구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에 근거한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는 심화되는 반

한₩중₩일 교역구조의 특징은 3국 간의 교역 증

면 시장의 세분화 및 다양성의 확대는 한계를 보이
고 있다. EU의 경우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이 대부
분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중₩일
3국 간 교역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

92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Ⅰ. 2010년 연구사업

93

과는 한₩중₩일 FTA를 통해 획기적인 무역자유화

부문의 민감성을 반영하면서도 개방 수준이 높은

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에 따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자유화, 지

른 교역 확대 이외에도 산업 내 다양한 차별적 품

재권을 포함한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 표준안을

목들의 양방향 교역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 및 확대

마련하여 중국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

가 나타날 것임을 말해준다. 즉, 한₩중₩일 FTA가

하다. 경제발전 단계가 중간에 위치한 한국이 일본

자유화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체결된다면

과 더불어 자유화 수준이 높은 포괄적 FTA 표준안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반적인 예측보다

마련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제도 개선이

훨씬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의 기

필요한 포괄적 FTA에 소극적인 중국의 합의를 견

존 교역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최종재의 높은 역외

인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한₩중₩일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양자 간 교역데이터를 이용하여 한₩중 교역에서의 산업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역외 충격

FTA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여 농업 및 중소기업 부

별 경쟁력 지수와 산업별 교역패턴을 도출하여 양국의 산업별 상대적 경쟁력을

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긍

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및 원활한 구조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중 FTA는 범용제품 및 농산물의 대중 수입급증

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측면뿐만 아니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높은 관세율로 교역이 미미한 품목

│주│제│별│연구과제│

한₩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송원근

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라 역외 충격에 취약한 동북아 교역구조로 인해 글
로벌 불균형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3. 평가

한₩중₩일 FTA 추진의 걸림돌은 FTA에 따른 한
₩중₩일 3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중₩일 간

본 연구는 산관학 공동연구의 출범으로 공식적

의 정치적 긴장관계 및 동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

추진이 시작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적 주도권 경쟁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 성사를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위해 조정하고 합의를 이끄는 역할은 한국이 담당

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중₩일 FTA의 걸림돌인

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를

중₩일 간의 경쟁관계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

한₩중 FTA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중

본 연구는 무역특화지수 및 교역패턴의 도출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서비스₩투

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자유화 수준이 높고 포괄적

FTA 협상에서의 합리적인 협상전략 수립과 한국

통해 중국이 농축수산물에서 절대우위를 나타내고

자₩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포괄적 FTA에 대한 중국

인 한₩중₩일 FTA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 것은

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FTA의 산업별 영

있으며, 범용 제품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노동집약

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포괄적이며 자유화 수준이

향후 한₩중₩일 FTA 협상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

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적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전반에 걸

높은 한₩중₩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세분화된 교역 데이터를

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이용하여 양국 간의 교역에서 세분화된 산업별로

는 농산물 및 범용 제품의 대중 수입증대로 이어질

무역특화지수와 교역패턴을 도출하여 상대적 경쟁

가능성이 높다.

역할이 중요하다. 즉, 일본과의 조율을 통해 농업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품목별 양국 간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이 유기화

한₩중 FTA의 산업별 영향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

학물, 플라스틱, 철강제품 중 평판압연제품, 특수

의 두 번째 목적이다.

산업용 및 금속공작용 기계, 전기₩전자부품, 전문
₩과학₩통제기구 등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나타내
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가 실현되면 이 품목들은
대중 수출과 국내생산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중국과의 FTA가 범용제품에서 한국의 가격경쟁
력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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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양자 간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및 교역패턴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기존 대중 수출이 실질관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율이 낮은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어 FTA로 인한

이를 통하여 한₩중 양자 간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

관세인하가 대폭적으로 단행된다면 현재 중국의

쟁력을 세분화된 부문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

관세율이 높아 교역이 미미한 자동차, 가전제품과

며,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의 영향을

더불어 화장용품 등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 대다

세분화된 산업 및 품목별로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

수의 의류 품목에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이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크게 증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중 FTA가 대부분

3. 평가

오바마 정부의‘볼커 룰’
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증대 가능성도 배제할

이태규

의 품목에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높은 자유화

본 연구는 오바마 정부의‘볼커 룰’
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 전망한다.

수준을 달성해야 교역증대의 효과가 크다는 정책

본 연구는‘볼커 룰’
을 과거 대공황 이후 강화된 각종 사전적(事前的)인 금융규제

적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당시 도입된 강력한 금융규제들이 실
효성을 상실하고 소멸하였던 사례를 볼 때‘볼커 룰’
의 경우도 지속 가능하고 실
효적인 규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는 세분화된 교역데이터를 이용하여 한

1. 연구배경 및 목적

룰’
을 평가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 강도 높은 은행규제 방안인‘볼커 룰(Volcker
Rule)’
을 도입함에 따라 미국 금융산업은 상당한

2. 연구내용

변화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미국 정부 및 의회는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볼커 룰’은 기본적으로 대공황 이후 강화되었

추진하였고 볼커 룰은 그중 가장 강력한 규제 중의

던 각종 사전적(事前的)인 금융규제들과 유사한 성

하나이며 미국 금융산업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격을 가진다. 사업영역 제한의 경우 상업은행과 투

수 있는 안이다. 미국이 전 세계 금융산업에서 차

자은행을 분리하였던 글래스-스티걸(Glass-

지하고 있는 비중과 최근 금융규제의 국제적 동향

Steagall)법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규모

을 볼 때 미국에서의 이 같은 규제의 현실화는 다

제한의 경우 과거 시행하였던 다른 주에서의 지점

른 나라의 금융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영업 금지(McFadden Act), 이자율 제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볼커

(Regulation Q) 등 인위적인 경쟁제한규제를 상기

사업영역 제한(limit the scope):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의 보유 및 동 펀드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닌 은행의 이익을
위한 자기계정 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
영업 규모 제한(Limit the Size): 금융기관 간 결합 후의 부채(liability)가 전체 금융기관 부채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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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시작하여 사실상 주간 영업활동 규제가 실효성을

룰’
이 현실화되더라도 규제의 허점(loophole)을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였던 글래

상실하게 되자 1994년 Riegel-Neal Interstate

용한 금융회사들의 규제회피가 만연할 것으로 예

스-스티걸 법안(Glass-Steagall Act)의 경우

Banking and Branch Efficiency Act of

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규제의 허점을 이용

본 연구는 과거 강력한 금융규제 도입과 폐지 사

1933년에 도입되었으나 대공황의 여파가 가시고

1994(IBBEA)의 제정을 통해 은행영업의 지역적

한 규제회피 만연,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강

례를 살펴보면서‘볼커 룰’
도 과거 사례에서 본 바

금융혁신이 진행되면서 해당 규제의 정당성 및 실

한계를 폐지하였다.

화가 반복되어 왔으며 종국에는 규제의 실효성 상

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과잉 규제의 전

효성에 대한 논쟁은 끊이질 않았고 은행권은 법안

이자율에 대한 상한을 규정한 이자율 제한

실로 해당 규제가 폐지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

형적 형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규제는 도입되더

철폐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따라서 1986

(Regulation Q)은 예금확보를 위한 은행 간 이자

한 볼커 룰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실효

라도 높은 규제 강도로 규제순응 비용이 너무 커

년부터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율 경쟁이 은행의 비용을 증가시켜 은행도산을 야

성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안에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규제가 될 가능성이

FRB)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규제를 완화하기 시

기한다는 주장에 근거하면서 대공황 이후 도입되

서는 고객을 위한 금융상품 투자, 시장조성 행위로

크다.‘볼커 룰’
은 과거회귀적인 성격을 가진 사전

작하였다. 1998년 4월의 Travelers와 Citicorp의

었다. 하지만 이자율 규제로 인해 이자율 대신 은

서의 금융상품 투자 등은 자기계정 거래에 포함시

적(事前的) 금융규제이며 이는 국제적 표준이라 할

합병은 글래스-스티걸 법안 폐지의 중요한 모멘텀

행들의 비이자율 경쟁이 확대되었다. 은행들은 각

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객을 위한 거래와 회사

수도 없고 모범적 금융규제의 전형과도 거리가 있

으로 작용하였다. 합병 발표 시점에서 두 회사의

종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이자율 경쟁을 통

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이

합병은 법 위반사항이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한 예금 유치 전략을 강화하였다. 한편 1970년대

이는 규제의 허점을 초래하여 규제를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

합병회사는 2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일부 사업부문

말부터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는 의회에 상당한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 머니마

부담으로 다가와 결국 1999년 11월 금융서비스 현

켓 뮤추얼 펀드)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은

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of

행으로부터 자금이탈이 확산되어 은행시스템의 안

1999)이 제정되면서 글래스-스티걸 법안은 폐지

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1980년 미 의회는 이자

되었다.

율 상한제가 의도했던 효과를 거의 이루지 못하였

미국에서 은행영업의 지리적(geographic)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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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여 동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암묵적 또는 관행적

이와 같이 과거의 강력한 사전적(事前的) 금융규

으로 지역은행은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왔다.

제들이 실효성을 상실하고 소멸하였던 사례를 볼

이를 명시화한 것은 1927년 맥패든 법(McFadden

때‘볼커 룰’
의 경우도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규

Act of 1927)이었으며 동 법은 주간(州間) 은행영

제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업 금지를 명시화하였다. 이 규제는 규제회피를 위

사전적(事前的)이며 경쟁제한규제들이 미국 은행

한 복수은행지주회사(multi-bank holding

시스템의 건전성을 향상시켰다는 증거가 없으며

company)의 성장을 촉발하였다. 즉 다른 주에 다

금융혁신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무력

른 은행을 설립하여 복수의 은행을 소유하는 지주

화되는 등 규제의 실효성 저하로 대공황이 낳은 각

회사 형태로 지점제한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이 확

종 금융규제들은 대부분 폐지되었다. 무엇보다도

산되었던 것이다. 한편 1970년에 들어서는 요구불

은행의 자기계정 거래 및 규모 확대가 글로벌 금융

예금을 수취하지 않거나 상업대출을 하지 않는 금

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볼커 룰’
은향

융기관(비은행 은행)을 설립하여 은행과 유사한 금

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위기에 대한 예방 효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른 주로의 영업

과는 의문시된다.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특히 미국의 규제체계는 금지하지 않은 사항은

서 많은 주들이 은행의 주간 영업활동을 허용하기

허용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므로‘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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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태규

서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 장기화를 유도하는 한편

개발도상국들에서 자본규제가 상당히 통용된 적이

전체 차입금의 수준 관리도 중요하다.

있었다. 칠레의 자본규제(Chile’
s Encaje: 1991~

한편 우리나라는 외환 및 금융시장의 위기 발생

1998)와 말레이시아의 자본규제(1998~2001) 등

시 자본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긴급 안전조치

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0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

(safeguard) 수단을 법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긴

의 자본규제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였으나 최근 금

급 안전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차원에

융위기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다시 도입되고 있으며

서의 제도적 제약은 없다. 그러나 대외 신인도 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락에 대한 부담감으로 관련 조항을 실제로 적용한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에서 자본규제(토빈세, 의무예치

자본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적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 시 단기적인 자

제 등)는 장기적으로 그 비용이 더 클 것이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에 따라 자본규제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상이

본규제는 상시 자본규제에 비해 그 부정적 영향이

다만 외환거래법에서 보장하는 긴급 안전조치(safeguard) 성격의 단기적 자본

하며 뚜렷한 합의(consensus)는 아직 없는 상태이

크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단기적으로만 적용

규제는 중대하고 급격한 경제변동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고 대외신인도

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한 사실은 자

한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설득한다면 대외신인도

하락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위기 시 활용 가능하다.

본규제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효

하락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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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한편 남미 등 일부

2. 연구내용

과는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다양

정부는 최근 은행의 선물환매입으로 인한 외채

한 규제회피 수단이 발달하게 되어 자본규제의 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선물환포지션 규제의 도

과는 점차 사라지게 되며 금융시장이 발전하게 될

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

수록 이 같은 현상은 보다 뚜렷해진다.

하에서 환헤지 수요로 인한 외채 도입은 불가피한

한편 우리나라의 자본수지를 살펴보면 만기연장

측면이 있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수출 호조기에

이 되지 않아 일시에 상환되는 해외 차입금으로 인

국내기업의 환헤지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

한 자본유출이 보다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다. 외채의 규모 그 자체보다는 만기구조가 더욱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

자본규제는 자본계정(capital account)상의 국

IMF의 연구(Levchenko and Mauro, 2006)에서

중요하므로 직접적으로 선물환포지션을 규제하기

본유출로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제거래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가격 또는 양적규제

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보다는 은행의 외채 만기구조 개선을 중시할 필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등의 형태를 가진다. 가격규제는 유출입하는 자본

시 가장 큰 유출규모를 보이는 것은「은행차입」
이

가 있다. 특히 외은지점의 경우 만기불일치의 정도

하는 국제적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의 수익률에 변화를 줌으로써 정책적 목적을 달성

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 국내 은행보다 심하고 근래 단기외채의 상당부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하는 방식이다.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높은 해외자

분이 외은지점에 의해 조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기 때마다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

세(Tobin Tax), 거래액의 일정부분을 중앙은행에

본의 포트폴리오투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금융

외은지점에 대한 외환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 왔으므로 자본규제에 대한 정책 전환 움직임을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무

위기 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내 금융

따라서 외은지점에 대해 각종 외환건전성 규제(외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반 경

보상의무예치제(Unremunerated Reserve

기관의 해외 단기차입이다. 단기차입이 많다는 것

화유동성 비율,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등)

제여건과 국내외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자본규제

Requirement: URR)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자체가 시장이 불안할 때 경제의 취약성의 시그널

를 국내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도입의 타당성과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검

양적규제는 거래액에 대한 제한이나 특정 목적의

로 작용하여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위기를

자본규제의 단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토가 필요하다.

자본유출입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형태를 띠며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내외의 충격으로

자본규제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그 비용이 더 클 것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은 국가들의 대부분의 자본

인한 시장불안 시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시적 자본규제는 국제적

규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위해서는 해외 단기차입을 미연에 관리하는 것이

공조 없이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다.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본규제

중요하다. 즉 국내경제의 취약성의 시그널로 작용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는 본질적으로

가 존재해 왔으나 규제의 비용이 크다는 인식으로

할 수 있는 단기외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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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경제의 개방성은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따

황이므로 새로운 규제의 도입보다는 현재의 자본

라서 현재의 경제구조하에서 성장을 유지하면서

시장 개방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정책수단을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효과적으로 활용(또는 보완 및 개선)하여 외부로부

은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효과가 불확실하고 과

터의 충격에 대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도한 자본규제 도입은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

하고 있다. 자본규제의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감

로운 규제의 도입보다는 현재의 자본시장 개방수

안할 때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대로 기존 규제수단

준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의 활용과 외환보유고의 확충, 글로벌 금융안전망

활용(또는 보완 및 개선)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구축, 통화스왑 등의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 시 활

대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용 가능한 대외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좀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요 100대 수출품목에 대한 HS 10자

더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리 품목수준의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7개 대외무역 지표를 만들어서 한국의

연구는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거시경제의 건전한

30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패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별│연구과제│

3. 평가

한국의 대외무역 지표

최남석

운용을 통해 거품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입이 발
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본 연구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단기적으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

강조하고 있어 거시경제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중에서 22개 국가들에 대한 주요 100대 수출 품목
의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출입액과 수출입

본 연구는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교역패턴의 변

중량을 활용하였다.

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무역 지표를 만들었다. 한국
의 무역 지표로서 시장 점유율, 양자 간 무역 집중
도, 무역특화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수직적(수평

2. 연구내용

적) 산업 내 무역지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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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지수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지표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HS 10단위 세부

STATA 프로그램화하여서 손쉽게 한국의 대외교

품목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7개 한국의 대외무역

역패턴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새

지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품목 수준에서 국가 수

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다.

준으로, 국가 수준에서 지역경제권 수준으로 지표

본 연구를 통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

를 합산하는 과정에 교역가중평균 합산방법을 이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례로서 한₩EU 교역패

용하여 합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였다. 데

턴을 분석하였다.

이터와 대외무역 지표는 STATA 11을 이용하여 do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HS 10단위

파일 프로그램과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서 편의에

품목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양자 간 교역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된 대외무역

에서 30대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과 EU 회원국들

지표들을 이용하여 한₩EU 교역패턴을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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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가별, 지역경제권별로 분석하였다.

EU, G20를 포함해서 중동 주요 국가들(아랍에미

대외무역 지표를 이용한 교역패턴 분석의 실례

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호주, 멕시코,

로서 한₩EU 교역을 분석한 결과 한₩EU 교역은

남아프리카 그리고 신흥국가들인 브라질, 인도, 러

한₩중, 한₩미, 한₩일 교역에 비해 산업 내 교역의

시아, 대만과의 교역패턴 분석에 필요한 무역통상

정도가 약하며, 그동안의 한₩EU 교역은 주로 산

지표를 만들었다.

업 간 교역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향후 한국의 대외무역 지표를 이용하여 한₩미,

었다. 그러나 시장별 비교우위를 갖거나 산업 내

한₩중, 한₩일 등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패턴

교역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무역 지표들

EU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을 GDP, 요소부존도(Factor endowment), 무역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 발효와 더불어

비용(Trade cost), 해외투자비용(Investment

교역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한₩EU 무역

cost), 해외투자(FDI), 경제제도(Institution) 등의

구조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19개 품목을

주요 국제경제변수들과 함께 이용한다면 교역패턴

선정하였다.

의 결정요인 실증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외무역 지표를 중국, 미국, 일본,
EU를 교역의 중심국가(Home country)로 하여서

3. 평가

만든다면 교역패턴 분석의 범위를 국가 간 비교분
석(Cross-country comparative analysis)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동아시아,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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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거시경제 현황과 정부의 역할

이태규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거시건전성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감독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로서 정책집행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며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가진 금융정책기능은 정부부서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합하여
단일감독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량(discretion)보다 준칙
(rule)에 의거한 거시건전성 감독 전략이 필요하다.

-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 재정승수 국제비교와 시사점
- 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금융건전성 감독에 있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

거시건전성 감독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방

성 제고를 중시하는 기존 방식을 미시건전성 감독

법론 차원에서의 논의와 제도적 틀(institutional

이라고 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감

set-up) 차원에서의 논의로 분류 가능하다.

독방식은 거시건전성 감독이라 할 수 있으며 글로

거시건전성 감독의 목표가 시스템리스크의 인지

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금융

및 제어라고 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규제 및 감독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

대해서는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

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그동안 금융감

위 원 회 ), BIS(Bank For International

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IMF(International

최근 한은법 개정 논란에 이어 거시건전성을 고려

Monetary Bond, 국제통화기금) 등을 중심으로

한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제적 기준 내지 지침을 준비 중이다.

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감독체계 개편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제도적 틀과 관련

추세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을 검토

하여서는 영국,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거시건전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정책제언을

성 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제도적 틀에 대

목표로 한다.

해서는 각국마다 제도적 여건이 달라 국제적 기준
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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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태도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정부 주도 성장전략의

경우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후유증이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경기부양

논쟁이 있었으나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으며 최

(적 성격의) 정책은 장시간에 걸쳐 리스크를 축적

우리나라에 있어 금융감독 개편문제는 해묵은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 감독의

근 한은법 개정 논란을 계기로 금융감독체계에 대

(build-up)시켜 향후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는 경

논쟁적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분리는 거시건전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향이 농후하다. 건전성 감독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개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금융감

통상정책에 의한 리스크는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

거시건전성 감독에 있어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

제어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독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니라 시스템 내에서 상당 기간 꾸준히 축적

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문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집행기구인 금융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build-up)되는 경향을 가진다. 게다가 건전성 감

이다. 크게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가

독원을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책에 대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에서 거시건전성

독이 경제정책의 하위목표로 자리매김하는 경우에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전성 감독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

을 중시하는 감독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에 건전성을

견해로 나뉜다. 거시건전성 감독이 가지는 성격상

재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

상황이므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거시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제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관련 공공기관 모두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

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합하여

중시하는 금융감독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과거 해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 경기순

보공유 및 업무협조가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단일감독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하지 못하였던 쟁점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

응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

3. 평가

전성 감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좀 더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성공요인이라고 본 연구는 판단한다. 영국, 미국,

건전성 감독의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

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 감

서 제안하는 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는 거시건전

EU 등 주요국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개편 논

요하다. 기본적으로 재량(discretion)보다 준칙

독을 금융감독체계 내에 체계화하는 정책제안을

성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

의를 보면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로서‘금융안정

(rule)에 의거한 거시건전성 감독 전략이 필요하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미시건

다.

위원회’
(가칭) 형태의 위원회 조직이 많이 거론되

다.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감독의 방법론으로는 크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거시건전성 감독의

게 횡단면 차원의 접근(금융기관 간 연계에 기인한

주체로서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

시스템리스크를 감독)과 시계열 차원의 접근(경기

다. 특히 시스템리스크의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위

순응성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를 감독)으로 분류

기관리까지를 고려한다면 공공기관들의 전방위적

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활발한 논의

인 대처가 필요하므로 단일 기관이 거시건전성 감

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수단

독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위원회 조직이 가지는

은 아직 발달 초기의 상태이다. 특히 금융기관 간

단점은 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연계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를 인식하고 제어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

수 있는 수단은 매우 불확실하다. 반면 경기순응성

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이

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는 준칙에 근거한 자동안

에 걸맞은 책임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은에

정화 장치의 도입을 통해 제어 가능하고 그 정책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이 위원회가 금융

단의 구조도 간단하여 도입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위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적으로 부여하

자동안정화 장치와 같은 준칙에 의거하여 리스크

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적을 막는 방안에 보다 많은 정책적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또 다른

야 할 것이다.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이다.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미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과거 신용카드 사태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
책으로 촉발되었다. 최근 두바이의 채무불이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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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화표시 채무는 총 9조2천억 원으로 전체 채무의

금융성 채무는 주로 외환시장 안전을 위한 외평

3.1%라는 낮은 수준에 있으며 외국인 보유 비율도

채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8%로 양호한 수준이다. 국가채무 듀레이션은 증가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확충

추세이나 주요국에 비해 짧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

에 중점을 두면서 채권발행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

리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구성 측면에서 가장

다.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화매입 방식의 시장개입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빠

으로 외국환평형기금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분야에 대

있으며 조달금리와 운용수익률 차이 그리고 환율

잠재적 채무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77~139%

한 빠른 지출 증가가 적자성 채무의 증가의 주요

변동으로 외평기금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외화를

에 달하고 있어 국가채무 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로 야기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포퓰리즘으

매입하면서 풀린 통화를 통안채 발행을 통해 다시

는 적자성 채무의 빠른 증가와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공

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수혜대상

흡수하기 위해 통안채가 급증하여 통화정책의 건

기업 부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정지출의 준칙을 확립하고

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달체계를

전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회보건복지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민영화를 통한

개선하여 복지지출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

외환시장에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입은 중앙은행

다. 현재의 복지제도가 유지되더라도 빠른 고령화

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므로 급격한 환율변동을

로 인해 복지예산은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

미세조정하는 차원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욱이 의무지출 비용이 높다는 복지예산의 특성을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려한다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은 지속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경엽₩안순권₩변양규₩설 윤₩김창배₩황상현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1981년도에

적으로 분석하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설치하여 운용 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해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1981년 2,552억 원에서 2009년 27조7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민주택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가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채무 관리의 중
요성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재정적

2. 연구내용

자의 확대로 야기되는 국가채무의 누적은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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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 말 외

공기업 부채는 2004년 88조4,380억 원에서

채권에 의해 저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조달한

2009년 213조2,042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있어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까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이 집 없는 서민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지 총부채와 금융성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채

실수요에 맞는 주택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

미래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여력을 약화시

현재의 글로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

기준을 강화하고 기금의 투자수익성과 안정성을

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격히 증가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수준은

며 이자보상배율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공기업의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은 2005년에 28.7%에서 2009년에 35.6%로

국제비교상 양호한 수준이지만 빠른 증가가 문제

부채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달성

6.9%포인트 증가하여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서 발생하고 있다. 향후 4년간 10대 공기업의 투자

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 정부의 재정

유로지역 5.5%포인트 증가보다도 빠르게 증가하

채무의 포함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계획 금액이 295조 원에 달하고 있어 공기업의 재

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 국채시장의

고 있다.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공기업

협소하여 정부발표의 국가채무는 국제비교로 부적

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공기업

효율적 발전 도모라는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세우

채무와 정부출연 신용 및 융자보증 등과 같은 우발

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 포함

부채의 대부분이 국책사업을 대행함으로써 발생하

고 있으며‘국가채무 수준관리’
와‘국가채무 위험

적 채무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국가채무의 위험

되어야 할 잠재적 채무를 포함할 경우 2007년 우

고 있어 일반정부채무로 분류하고 관리할 필요성

관리’
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관리 목표 달성을 추

성은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보다 높다. 이에 본 연

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75~136%에 달하는

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의 구조조정

구한다. 그러나‘국가채무 수준관리’
의 경우 그 구

구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경쟁력과 성과를 제고

체적 목표수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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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처를 유도하는 등 예산지출의 성과를 지속

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국가채무 위

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험관리’
의 경우는 통화별 국채관리, 이자비용 관

한다.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유지, 다자

리, 만기분산, 국채시장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추

간 통화스왑협정을 통한 외화유동성 안전망을 구

진되어 왔으나 통일된 보고 및 관리가 부족한 편이

축, 외국인 국채투자 규모의 적정 수준 유지, 국내

며 과학적 국채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의

금융기관의 신인도 모니터링, 통화별 국채관리, 이

도입도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또한 국가채무 관리

자비용 관리, 국채의 만기 분산 등 다양한 방식을

의 투명성 및 보편성이 부족하여 국가채무에 관한

통해 국가채무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국가채무관리계획’
에 제공

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주│제│별│연구과제│

관리계획’
의 수정 및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

조경엽₩김창배₩황상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빠른 증가속도, 국제기준보다 좁은 통계 기준, 적자성 채

되는 국가채무의 대상이 국가가 부담할 확정채무

무의 빠른 증가 등으로 우려감을 낳고 있다. 국가채무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해서

에 한정되어 있어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는 성장 친화적인 세출구조, 복지 시스템의 내실화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사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회복지 제도 개선, 국고보전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연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

3. 평가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
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현황 및 국제비

국가채무 관리의 방향 제시 및 구체적 목표 설정이

교, 국가채무 구성별 현황과 문제점, 관리상의 문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가채무로 규

제점을 다각적인 각도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정되는 확정채무뿐만 아니라 직접채무와 우발채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 위기를 경험한 국가

및 암묵적 채무 등 모든 채무의 상세한 내용을 담

들을 대상으로 발생 경위와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은 정기적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채무를 체계적

국가채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지출의 합리적

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채무를 건전하

축소 및 세수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

게 유지하고 국가채무 위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사회복지 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재정

하는 것이 국가채무 관리의 기본이 됨을 항상 인식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

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여야 한다. 한편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효

다.

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

따라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논란의 배경과 문제점을

첫째,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살펴보고 바람직한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국가채무 관리의 가장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국제

한다.

간 이동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를 고려

율성을 점검하여 중복성을 줄이고 부처 간 효율적

1. 연구배경 및 목적

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금인상은 바람
직하지 않다. 오히려 낮은 세율을 통해 성장잠재력

2. 연구내용

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세목별로는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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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

를 복잡하게 하는 세목을 폐지하고 법인세, 상속증

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기준보다 좁은 국가채무

여세 등 자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여 국제 간 조

기준이 적용되어 우발성 채무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자본과세를 완화하

가 어렵고 ▽적자성 채무의 빠른 증가로 국가채무

는 대신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확대하여 세수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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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달성될 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고

에서는 세출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구조를 성장 친

보전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연기금제도 개혁도

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국가채무의 빠른 증

시급한 과제이다.

재정승수 국제비교와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대를 도모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둘째, 세출 측면

가에 일조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 개
선이 시급한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한 번
증가하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양적 확대보다는

3. 평가
김필헌

복지 시스템의 내실화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 창출

본 연구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

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선진

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의 문

본 연구는 재정승수의 추정 및 국제비교를 통해 정부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시사

국의 경험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은 부분적인 개혁

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우리 재정에 대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등을 통한 정부수입 감소에 무

이 아니라, 안정적인 거시정책, 상품시장의 경쟁제

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

게를 둘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 규제

지만 정부의 친서민 기조가 강화되면서 본 연구가

국이 처한 특수 상황을 감안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정정책

제거를 통한 기업가정신의 고양, 고용법제의 개혁

제시한 정책방향이 정부정책에 제대로 구현되지

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한 장기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효과적인 직업훈련 등이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접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활동의 효
율성을 재정승수의 추정 및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시장실패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자 하였다.

관심이 집중되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면서 세계적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
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에

2. 연구내용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PIIGS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서 정부지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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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승수는 개념적으로 한 단위의 정부지출 증
가 혹은 세입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GDP의 변화량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정승수는 정부활동의 생산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유지되던‘작은 정부’지향

성을 나타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지표로

의 정책기조가 지난 참여정부를 거쳐 현 정부하에

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

서 퇴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위기의 도

도 불구하고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래와 함께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감세를

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 케

통한 경제 활성화는 지지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본

인지안 학파의 경우 재정승수의 부호가 양(+)이며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정부

그 크기도 1보다 클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신고전

역할에 대한 논의를 재정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의 학파는 리카디안 동등성이나 구축효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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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경기부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수입 비중이 2000년 이후 감

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계부채 급증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의 위축은 향후

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증적

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

하여 경기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에

재정정책의 효과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

으로도 분석에 사용된 모형이나 가정, 추정 시기

로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정

서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감세 등

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재정정책을 통해 단기적

및 추정 대상 등에 따라 재정승수의 추정치가 크게

부수입은 연평균 1.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데

을 통한 경기부양 및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설 필요

경기부양에 쓰기 보다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반해 다른 대부분의 분석대상 국가들의 정부수입

가 있다. 둘째, 다른 나라와의 정책적 공조도 중요

을 통한 장기성장잠재력 개선에 집중시킬 필요가

한 점들을 감안하여 OECD(Organization for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있다.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감세 등을 통한 정

우선 각국이 처한 특수 상황을 감안한 정책 선택이

협력개발기구)의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대

부수입 감소가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기부양 효과

필요하다. 재정승수로 평가한 각국의 재정정책 효

상 기간과 모형 및 가정 등을 최대한 일치시켜 분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지출승수는 1

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대외의

석 결과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

보다 작은 0.879~0.852로 나타나 재정지출을 통

존도, 중앙정부 부채규모, output gap, 한계소비

석을 위해 최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경기부양은 비효율적이며, 다른 주요국과 비교

성향, 금융발전 등으로 대변되는 각국의 고유한 상

본 연구는 다수의 국가를 분석에 포함시켰고 분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방법론을 토대

할 때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황에 기인한다. 따라서 재정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석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국가 간 비교를 상대적

로 해외충격이 재정승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

의 재정수입승수는 1.085~0.938인 것으로 나타나

위해 다른 주요국과의 정책적 공조도 필요하지만,

으로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

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제경기 변동요인을 구

다른 주요국에 비해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

과 차별화된다. 또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

조적 VAR 모형에 포함하는‘factor-augmented’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의 경

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VAR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거시경제가 정부지

기부양 효과는 작으며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분

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질의 개선을

재정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 정부수입, 국내총생산의 세 변수로 대표된다고

석되었다. 한편 대외의존도, 중앙정부부채, 한계소

통한 장기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적 역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정한 후 변수에서 관찰되는 계절효과와 시계열

비성향, output gap, 금융발전 수준 등이 재정정

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의 심화와 가

추세를 제거한 후 재정승수를 추정하였다.

책 효과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

분석을 위해 국제통화기금이 제공하는 통합재정

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확대의 경기부양

통계를 사용하였다. 단, 미국과 일본의 경우 통계

효과는 경기침체가 심할수록, 대외의존도가 낮을

를 획득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국의 경우는 미

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을수록, 금융발전 수준이

국 경제분석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고, 일본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등의 정부수입

SNA1993 기준에 따른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감소의 경기부양 효과는 대외의존도, 한계소비성

하였다. 재정지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합으

향, 정부부채 규모가 낮을수록, 금융발전 수준이

로, 재정수입은 정부총수입으로 정의하여 분석하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였다. 우선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우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리나라의 정부지출 비중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등을 통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정부수입 감소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경기

22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이들 국가의 정

부양 측면에서 재정지출 확대보다 감세 등을 통한

부지출 비중이 연평균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인

수입 감소가 더욱 효과적이며, 이는 재정지출 확대

데 반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비중은 연평균 5.4%

의 정책효과가 경기상황에 따라 작아질 수 있으나

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분석대상 국가 중

감세는 이에 상관없이 국내총생산 증가에 유효하

두 번째로 높은 정부지출 증가세를 보인 아일랜드

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은 특수 상

에 비해서도 0.9%포인트 높은 증가세이다. 또한

황에 국한하여 도입되어야 하며 감세 등을 통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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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설 윤

출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3. 평가

보였으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비 지출의 불균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었다. 또한 공적부조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불

대하여 좀 더 정교하고 발전된 추정방법을 통하여

균등도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소득 양

나타났다.

극화의 추세와 교육비 지출로 본 양극화의 심각성
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공적부조의 역할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양극화에 대해 최근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1997년 대
비 2007년의 소득양극화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의 증가추세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지출의 양극화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
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의 추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분석 결과 1997년 대비 2007년의 소비지출 양극
화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그 추세가 감소하였다.

우리 사회에 중산층이 점차 줄어들고 부유층과

하지만 양극화의 수준을 논의할 때 전체적인 수

빈곤층은 늘어나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가

준에서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속화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구주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좀 더 정교하고 발전

에 따라 소득이나 소비의 양극화가 다르게 진행될

된 추정방법을 통하여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최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직업에

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따른 분석 결과로부터 생산직 근로자(기능공 및 상
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와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 사무종사자)의 소득 불균등도는 존재하지

2. 연구내용

만 두 그룹 간의 소득과 소비양극화 추세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졸 이상 가구의 소득

1997년 대비 2007년의 소득양극화는 2.4% 증

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은 반면에 고졸 이하의 가구

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극화 심화로 보

의 소득양극화는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다. 그러나 두 그룹의 소비양극화의 차이는 크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통념은 과장되었음을

않았다.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구 소비지출을 이용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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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9년 2.8%에 비해 높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 지방

3.0%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등으로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이며 연간 1,120원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경보제도 도입,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화, 지자체의 파산제도

2/4분기 이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
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

조경엽₩김창배₩김필헌

도입,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지자체 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다. 중국의 금리인상 및 위안화 절상, 세계경제 회
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을 해도 수출에 미

■ 2010년 10월호(통권 제20-3호)

2010년 6%대의 성장률이 2011년에는 4%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하반

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가계부채

기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부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한편 감세와

2011년 성장률은 ▽미국의 공공 및 민간의 부채

은 지연되고 있고 중국은 긴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의 수습에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잠

조정, 유럽 재정긴축, 중국의 긴축기조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율전쟁도 문제다. 재정건전성 회복, 금리정상화 그리고 부

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대내적으로 거시정책 기

동산 경기 하락 등 대내여건의 흐름도 녹록지 않다.

했던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기조로의 복귀가 최

조의 정상화에 따른 경기부양여력 약화 ▽ 2010년

선의 재정출구전략이다.

에 누렸던 기저효과의 소멸 등의 영향으로 2010년
(6.1%)에 비해 둔화된 4.1%로 예상된다.

■ 2010년 8월호(통권 제20-2호)

지난 10년간(2001~2010년) 평균 성장률이
4.2%인 점을 감안하면 2011년 성장세는 잠재성장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동향과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

2. 연구내용
■ 2010년 4월호(통권 제20-1호)

탕으로 향후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률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경상수

화 ▽대내적으로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에 따른

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서비스수지 적자

경기부양여력 약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확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010년 306억 달

4.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반기의

러에서 2011년에는 132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고성장세(7.6%)에 힘입어 연간으로는 6.1% 성장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성장세, 국제유가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정책

2010년 성장률은 4.6%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

의 제한적 상승, 원화의 절상 등으로 3% 내외의 안

당국에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회복으로 수출호조가 예상되고 소득 및 고용증가,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가 축소되면서 흑자규모가

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실물경제, 금융시장 여건, 해

소비심리 개선, 대기업 투자여력 증대 등으로 내수

상반기 116억 달러에서 하반기에는 84억 달러로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는

외경제 부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은

회복세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간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 증

만큼 보금자리주택공급을 통한 공급 위주의 정책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본원의 회

비는 고용 및 소득 개선에 힘입어 4.0%의 증가율

가, 공공요금 인상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높아지

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수요측면의 변화를 반영

원사들에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

을 보이고 설비투자는 경기회복 기대, 대기업 투자

겠으나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폭이 크지 않

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

의가 있다. 정책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을 대변하

여력 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9.1%에서 올해는

은데다 원화도 절상추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3%

해서 소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양도세 개편, 금

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9.0%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유럽재

융규제와 재건축규제의 규제완화, 가격결정의 메

반면 건설투자는 건설경기에서 부진에 따른 민

정위기 진정, 미국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커니즘을 훼손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필요

간건설 회복 지연으로 0%의 정체수준이 예상된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평균 1,130원대를 보

하다.

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등의 영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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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흑자규모가 약 20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

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 및 수입

정운용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파산을 방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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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호(통권 제20-4호)

■ KERI Economic Bulletin

2011년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치와 같은 4.1%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

로 유지하였다. 부문별로 민간소비의 경우 경기부

에 관련된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양 효과 소멸, 금리인상, 자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의 주요 연구소 및 대학교,

으로 둔화되고 설비투자는 투자 급증에 따른 투자

외국의 주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압력 완화, 경기회복세 둔화, 금리상승, 기업구조

한국경제의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한 대외적인 이

조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7%대로 낮아질 것으

해를 증진케 함과 동시에 본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다. 수출(달러 금액)은 세계경기 둔화, 중국의 긴
축 전환, 원/달러 환율 하락, 수출경쟁 격화 등으
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될 전망이다. 수입

3. 평가

(달러 금액)도 증가세가 둔화되나 환율 하락 및 단
가상승에 힘입어 수출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경제의 정상화 그리고 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세와 작은 정부를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통권 제

2010년(273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

20-1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지방정부의 책

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플러스로 전환된 GDP

임성 강화와 감시기능을 강화(통권 제20-2호), 부

갭, 중국발 인플레이션 및 국내 공공요금 인상 등

동산 시장의 과도한 하락세에 대비하기 위한 양도

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원/달러

세 개편, 금융규제와 재건축규제의 규제완화, 분양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연간 1,100원

가 상한제의 폐지(통권 제20-3호), 대북리스크의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경제적 충격 최소화 방안(통권 제20-4호) 등은 시

한반도 긴장 악화를 우려하는 주변국들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권력 계승 및 북핵문제 등으로 야기
된 북한의 도발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리스크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
력한 대북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
발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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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 제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정위 항공사 제재, 반경쟁적이며 역차별적
│주│제│별│연구과제│

기업법 및 경쟁제도 개선과제

이주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판매촉진책들에 대해 시장지배력

- 공정위 항공사 제재, 반경쟁적이며 역차별적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가한 것은 반경쟁적이며 역차별적이므로 공정거
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은 법과 법의 집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회사기회유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글로벌 금융위기와 회사지배구조
-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촉진적 판매촉진
책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적인 할인과 좌석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좌석지원

배정 그리고 VI에 입각한 저렴한 여행 패키지와

및 가격지원 차별을 통한 저가항공사 사업방해, 대

무료 여행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생겼다. 이들이 경

한항공의 여행사에 대한 볼륨인센티브(volume

쟁촉진적인 증거는 저가항공사 국내선 점유율은

incentive, 이하“VI”
) 지급에 대해 제재를 가했

급격히 높아진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다. 이번 제재는 경쟁보다는 경쟁자와 거래자 보호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국제선에서도 그 점유

에만 치중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율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역차별한 것이다.

3. 평가
2. 연구내용
미국은 VI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VI가 경쟁제
항공권 유통경로에는 다수 여행사가 있으므로

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캐나다도 자국 항공사에

여행사는 항공사 사업활동의 필수설비가 아니다.

대한 역차별 우려로 국제선에서의 VI 지급을 규제하

좌석배정과 가격책정 차등이나 VI 지급은 저가항

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대한항공에 대한 막중한 과징

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억제 수단이 아니라 치

금부과는기업경쟁력을해치는역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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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독점법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성된 반독점

대규모 소매점 고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도

현대화위원회(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이런 의미에서 재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례로 대규

의 유통부문 관련 경쟁정책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모 소매점 고시 제6조(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와

있다. 이와 같은 분석과 해외의 경쟁정책 동향에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에 나타난

대한 검토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부당’및‘강요’
라는 표현은 다분히 자의적이라고

정책의 정당성을 점검한다.

조성봉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통산업의 판촉활동은 제
조업의 생산공정과 달라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매우 불확실한 경제활동이다. 사전적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

2. 연구내용

경우라도 그 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 납품업자는 이

정거래당국의 규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구매시장력 개념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
여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 유통업체 규제근거인 공정거래

를 주도한 유통업자가 이를‘부당’
하게‘강요’
하였

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

다고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반면에 성과가

고시인 대규모 소매점 고시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

좋은 판촉활동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위에 회부되는 경우는

한성 논거로 제기되는 구매시장력 개념을 관련 국

대부분 사후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판촉활동이

내외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이 개념이 경쟁제한성

기 마련이어서 공정위는 결과가 좋지 않은 사례만

판단을 위한 유용한 기준인지를 검토한다.

을 관찰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유통업체의 이

경쟁당국이 공정거래제한성에 초점을 맞출 때

같은 관행을 경쟁촉진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는

경쟁정책상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본래 거

것이다. 그러나 판촉활동은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유통산업의 대형화와 구조변화로 공정거래 이슈

래관계는 양자 간의 협상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경쟁촉진적인 활동이다.‘부당’
성과‘강요’
에 대한

1997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나라 유통

가 급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부문에 대한 경

이기 때문에 유통부문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거래

해석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때 대규모 소매점 고

산업은 비약적 발전을 보였다. 생산성과 산업구조

쟁당국의 규제는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중심으로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촉진활동을 위축시킬

그리고 서비스 수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외국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규제법리는 경쟁제한성보다

있는 경우를 경쟁당국이 판별해 내는 것은 그 자체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판촉활동이 본질적으

의 대형 유통업체가 퇴출당할 정도로 국내 유통산

는 공정거래제한성을 강조하여 경쟁촉진보다는 거

가 매우 자의성이 커서 경쟁정책적 오류가 크게 나

로 그 속성상 예상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경쟁행위

업의 기반이 확고해졌다. 특히 중소₩중견업체의

래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규제의 법형

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경

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소매점 고시에서 판촉활

생산성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식도 문제이다. 대규모 소매점 고시는 특수고시로

우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게 되는 잘못이 나

동에 대해서 예상이익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

일이다. 유통부문의 역동성과 높은 생산성은 유통

서 행정규제의 자의성을 높이고 국회의 동의 없이

타나서 구조적으로 경쟁은 약화되고 소비자가 피

다고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유통업체의 거래비용

부문의 대형화가 적어도 유통산업의 발전과 경쟁

쉽게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공정거래제한성 치유를

을 늘리는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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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활동에 대해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한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

본 연구는 대규모 소매점 고시와 같은 현행 대형

이유로 내세운 다양한 행위규제는 그 행위 이면에

한편, 최근 구매시장력에 근거한 국내외 논의는

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과 이들의 구매시장력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이 정당한가라는 문

있는 경제적 동기나 유인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

(Buyer Power)의 증가는 20세기 후반에 확산되기

제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 고시의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힘없

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경쟁정책 전문가

시작한 자동차 문화와 도로망의 확산, IT기술의 발

규제법리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구미 여러 나라에

는 납품업체를 괴롭히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가

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다. 즉, 기존의 판

달, 교외지역의 확산과 위성 및 전원도시의 확대와

서 이른바‘구매시장력(buying power)’
이라는 주

까운 대형 유통업체의 행태이다. 그 경제적 효과보

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중심으로 한 경쟁제한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변화, 여성노동력의 참여

제로 논의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정

다는 사업자의 행위에 집착하는 규제방식은 경쟁

성 논거가 구매시장으로까지 확대되어 구매시장력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요인이 복

책적 규제 법리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반

정책의 나아갈 방향과는 상치된다.

이 경쟁제한성을 판정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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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의 문제이다.

3. 평가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구매시장력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

쟁제한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가격차별, 약탈적

제논거를 검토하였다. 특히 대규모 소매점 고시가

구매 등의 행위사례를 통해 구매시장력을 보유한

공정거래제한성 치유를 이유로 내세우는 다양한

유통업체의 경쟁제한 행태를 문제시하고 있다. 이

행위규제는 그 행위 이면에 있는 경제적 동기나 유

들의 논의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을 때 구매시장

인을 살피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본

력에 따른 경쟁정책적 규제는 결국 다음의 두 경우

연구는 구매시장력 개념이 그 자체로 경쟁제한성

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는 판매시장에서 소

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되

비자가격을 현저하게 올릴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단순히 이사회나 소유구조, 혹은 적대적 M&A와 같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소비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규제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

은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정부의

줄이거나 왜곡할 수 있도록 경쟁자의 거래를 방해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경쟁을 해치는 것은 대

개입성향, 국민의 정치적 성향, 고용보호 규제성향, 조세제도의 특성, 경쟁과 규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구매시장력이

형 유통업체가 아니다. 경쟁촉진적인 대형 유통업

라는 별도의 주제를 제시할 필요 없이 이미 경쟁정

체를 규제하고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함으로

책적 논의에서 표준화된 규제기준이다. 즉, 구매시

써 공정거래당국이 오히려 경쟁을 해치는 셈이

장력이란 주제는 경쟁정책적 논의의 장에 새로운

다.

│주│제│별│연구과제│

경쟁제한성 논거를 검토하였다. 구매시장력의 경

김현종

제에 대한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도
외시한 채 기업지배구조를 회사법상의 문제로 단순화시킬 경우 국가별로 기업별
로 형성₩운영되어 온 현행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며 경쟁제한성을 검토함
에 있어 추가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
므로 그 자체가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의미

1. 연구배경 및 목적

계, 주주와 경영자 간 관계, 주주와 노동자 간 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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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란 주주와 채권자 간 관

Mark Roe(1994)가 미국식 소유분산구조와 경

계, 주주와 정부권력 간 관계, 주주와 사회적 요구

영자 중심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현대화에 따른 결

간 관계,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관계 등 다양한

과가 아니라 미국 정치적 특수성의 결과라는 주장

이해관계의 상충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

이 나오면서 미국식 경영자 중심의 지배구조에 대

나의 정형화된 모형을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다양

한 회의가 증가되었다. 영미식 관습법(common)

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형태의 회사법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

본 연구는 국가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합하며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

차이가 존재하며, 기업별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

본시장이 발달했고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는 것

해상충문제가 다양하므로 하나의 지배구조로 수렴

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사법에 있어서 역사적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로 가장 발달한 형태는 주주이익을 중요시하는 모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형으로서 영미식 관습법이 그러한 모형이라고 주

사실을 문헌을 통해 살펴봤다. 본 연구는 이를 위

장하는 연구들이 대두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의

해 기존의 기능적 연구에 국한하여 그 역할과 기능

연구문헌들은 국제적으로 회사법은 수렴될 것으

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로 예상하면서 기업지배구조도 영미식 주주중심

다양한 분석 패러다임, 즉 정치경제학적, 사회문화

모형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 관점에서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문헌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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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검토₩연구했다. 본 연구는 일종의 관련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법률체계의 기

호한다고 규정해도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문헌의 서베이 연구로서 작성되었으며, 그러한 법

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재산권을 보호할

할 대리인비용이 증가하면 소유집중 현상이 나타

경제학적 연구문헌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기업지

수 있는 정치사회적 관습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나게 된다. 따라서 회사법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주보호 수준을 법률체계

배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에 달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

근본적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기

의 기원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거나 기업지배구조와

치경제학적 연구문헌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의

능상의 한계를 갖게 된다고 본 연구는 지적했다.

회사법이 국제적으로 수렴한다는 주장은 본 연구

국가별 특성이 해당국가의 신문보급률 등 사회문

한편,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단순히 회사법

의 검토에서와 같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국

화적 용인에 보다 연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 조항의 정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가별 기업지배구조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따라서 법률체계의 기원 분류에 의한 기업지배구

정치경제학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

있으며, 일률적인 모범 기업지배구조 모형으로 수

하버드대의 Rafael La Porta 교수, Florencio

조의 차이보다는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고려한 분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기업지

렴하도록 할 경우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각국의 기

Lopez-de-Silanes 교수, Andrei Shlifer 교수와

석이 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지

배구조는 특히 국가별 정치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배제하는 위험을 초래할

시카고대의 Robert Vishny 교수(이하“LLSV”
)의

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정치₩경제₩사회₩문

받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강조했다. 즉,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

연구의 한계에 대해 검토했다. LLSV식 연구는 영

화를 모두 고려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판단

국제적 비교분석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 우파인 국

자들 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미식 기업지배구조 국가와 대조적인 유럽 대륙의

한다.

가에서는 소유구조가 분산되는 반면, 좌파적 정치

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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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국가와의 분류를 법률체계의 기원으로 설명하지

또한 본 연구는 회사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

성향이 나타나는 국가에서는 소유구조가 집중되는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기업별로 주어진

만, 실제로 이들 국가 간 차이는 법률체계의 기원

했다. 본 연구는 Hansmann & Kraakman(2001)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용보호 규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하고 있다.

등과 같이 회사법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주주보호

와도 연관되는데, 고용보호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증대시킬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

대표적으로 정치경제학적 분석 문헌에 따르면, 영

에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문헌들은 회사법의 기능

는 소유구조가 집중되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한

에게 기업의 지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

미식 기업지배구조와 유럽 대륙식 기업지배구조는

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에서는 소유구조가 분산된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

정치사회적 경험의 결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기

회사법은 실질적인 기업경영상 내재하고 있는 경

었음을 지적했다. 국민의 정치성향이나 고용보호

배권을 부여받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계약

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

제학적 문제(principal-agent 문제 등)와 지배구

규제 이외에도 조세제도와 경쟁정책이 국가별 기

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

치는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미식 기업지배

조의 실제 운영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

업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집단 내 계열

다. 따라서 다양한 관련주체들 간 이해관계의 문제

구조 국가와 유럽대륙식 지배구조국가에서 정부의

조문상의 개정, 법리의 적용, 위법성의 판단, 법집

사들은 출자관계를 통해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

를 해소하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체

역할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

행력 등에만 관심을 가져서 문제의 본질을 놓칠 우

고 있는데, 배당지급에 대해 이중과세가 부과될 경

에 기업의 지배권을 주는 대신, 다른 주체들에게는

전 과정에서 유럽대륙국가들은 국가전복과 외국의

려가 있다. 회사법은 기업지배구조상의 경제학적

우 배당지급유인이 감소되며 출자구조를 변환시키

계약에 의해 그 권한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점령, 내전 및 군부쿠데타 등의 사회혼란을 경험하

문제를 법제도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인

려는 유인이 형성된다. 한편, 한 사회 내 경쟁이 활

적합한 기업지배구조가 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시

면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사회적으

데, 지배구조의 기능과 내재된 특수한 경제학적 문

발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입장에

사점은 기업지배구조 정책수립에 중요한 고려사항

로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

제별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소비자가 전체 국민의

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 즉, 영미식 국가에 비해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업의 지배구조가 경제

대부분이라는 측면에서 한 국가나 시장경쟁의 수

는 고용보호와 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을 국가에 요

학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고려를 등한

준이 국가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구하게 되었으며 정부지출 규모가 증대되는 등 정

시하고 법조문의 도입과 해석에만 집중할 경우 오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지배구조는 국

부의 사회개입이 증가되는 성향이 나타났다.

히려 기업지배구조는 열악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

가별 정치성향이나, 고용보호 규제, 조세제도, 산

Roe(2006)는 이러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대륙

법상의 주주보호 조항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

업 및 경쟁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

의 성향은 결과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라 기업경영상의 실질적인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킬

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

인식에 영향을 주어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 어렵다고 본 연구는 결론지었다.

수 있도록 소유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법조항이 주주를 아무리 보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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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넷째, 이 제도는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은행들
과 공동 여신 회수를 담보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기
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는 기
업활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다.

최두열(한국기술교육대)

본 연구에서는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가운데 대기업군에 대한 선제

3. 평가
본 연구는 도입된 이후 이제까지 엄밀한 분석이
없었던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에 대한 거의 최초

다섯째, 여신 규모 500억 이상의 개별기업의

의 분석이다. 또한 법원은 현대그룹이 재무약정 체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절차와 내용으로

결 거부를 이유로 신규여신 중단과 기존여신 회수

「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에

조치를 내린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 중지 가

의하여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가 이미 운영되고

처분신청에 대해서 2010년 9월 17일 그 결정문에

있다.

서“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적 구조조정 시스템 중 주채무계열 재무개선 약정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

결론적으로 제도 도입의 기본전제가 되었던 대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 규정을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변화된 기업환경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기업군 소속기업들의 도산위험 공유위험이 사라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
라며 금융제재의 효력 상

살펴본다.

상태에서 이 제도는 계열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상

실을 결정한 바도 있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는 기

승, 획일적 평가에 따르는 산업 특성의 무시, 채권

업 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

은행 공동 여신중단에 바탕을 둔 일방적 구조조정

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에 따르는 기업 자율성 침해, 그리고 중복₩과잉 규
제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폐지되어
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부실 징후가 있는 대기업군
(주채무계열)과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주

2. 연구내용
연구 결과 현재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채권은행)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자고 맺는

첫째, 채권단 주도의 대기업군에 대한 선제적 구

약정을 말하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여신관리를

조조정 시스템인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고 10여 년간 감독당국의 은

도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가운데 기업이 자율적

행을 이용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에 대하여 주채권은행이 선

런데 이러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가 점차 주채

제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권은행과 대상 기업군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둘째,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대기업군 소속의 개

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현대그룹과

별회사의 입장에서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하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갈등을 들

더라도 자금조달 비용 면에서 연대로 부정적 영향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

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도입 당시와 달리 변화된 기업환경요인을 분석해
보고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가 대기업군 소속기
업들을 하나로 묶어 합산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함
에 따라 개별기업이 속하는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
고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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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봉₩신석훈

유용 법리가 제도화되어 있는가? 미국 이외의 선

회유용이란 회사의 이사, 임원, 지배주주가 그러한

진국들에서는 회사기회유용 법리가 제도화되어 있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알게 된 정보와 회사에 대한

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기회유용 사안을 통제

지배력을 이용해서 사업기회를 개인적인 용도로

할 수 없는가? 회사기회유용 상법개정안은 통과되

전용함으로써 회사, 즉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

어야 하는가?

히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집단

비판적 검토 결과 우리나라에서 회사기회유용

의 회사기회유용 행위로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입

행위로 분류되고 있는 행위유형들 중 상당수는 미

었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국에서도 회사기회유용이 아닌 충실의무 위반이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계열사 간 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나 회사와

특정한 사업을 기존의 회사 스스로 하거나 또는

자기거래 금지위반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지배주주의 거래를 미국 회사법상의「회사기회유용 또는 편취(corporate

기존 회사가 상당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

고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 우리나라 회사법상으로

opportunity)」
에 해당한다고 보며 회사기회유용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법

여 수행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수행으로 인한 이

도 충분히 통제가능한 행위들임을 알 수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견해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익을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누릴 수 있었을 것인

그리고 미국에서의 회사기회유용 법리는 입법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이를 해결하

영위하거나 지배주주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판례법상의 법리이다.

이러한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기존 회사의 소수

또한 선진국 중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입법화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것은 회사기회

나라는 없고 아예 이러한 개념조차 없는 나라도 있

유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 내부에

으므로 마치 회사기회유용 법리가 모든 선진국에

서의「사업기회의 배분」
도 개별 기업에서의「사업

서 제도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조속히 입법화하

부에서 회사의 가치를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기회의 유용」
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며

자는 논리는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value diversion) 관련 당사자(경영자, 지배주주)

역시 회사기회유용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집단 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기회유용 법리가 없어 회사

최근 회사기회유용의 법리구조에 대한 논증 없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를 회사법적인

계열사 간 몰아주기 거래 역시 회사기회유용이라

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

이「일반 상식」
의 잣대로 사안을 분석하며 일반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러한 관련 당사자거래 유형

고 보고 있다. 즉 경제학 문헌에서 회사의 자산, 현

도 설득력이 없다. 회사기회유용 법리는 완전히 새

들에게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등 최근 회사

중 하나인「회사기회유용」
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

금흐름 등의 가치를 전용하는 형태를 지칭하는 이

로운 법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법에 마련되어

기회유용 논의는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현

의 법리적 접근과 이러한 법리적 접근의 경제학적

른바‘tunneling’행위유형들의 상당부분을 회사

있는 충실의무 규정의 세부적 법리에 불과하고 또

재 언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집단 거래유형

근거를 살펴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

기회유용 사례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회사기회유용 법리와 유사한 이사의 자기거래

을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기회유용 법리가 적용되

는 회사기회유용 논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는 사안인 듯 보도하며 이러한 행위유형들이 회사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러한 논리에 기초해 이러한 기업집단의 행위

금지와 이사의 겸업금지 등이 이미 우리나라 회사

들은 미국에서라면 회사기회유용 법리가 적용되어

법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의 해석을

기회유용의 법리가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처벌되고

규제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므로 미국 회

통해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회유용 법리를 입법화한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 법리를 도입할 것을 촉구

2. 연구내용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회사기회유용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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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논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촉발된 것이다. 회사기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미국에서조차
‘회사기회’
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논의들을 비판적

상황에서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상법에 입법화할

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 없이 다양한 기업활동

최근 경쟁보호 목적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고 있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을 모두 회사기회유용 사안인 것처럼 논의하는 것

규제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회사법적인

다. 현재 회사기회유용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기업

될 것이다.

은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관점에서 소수주주보호 목적의 기업집단 규제가

집단에서의 행위유형들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 내부 또는 기업집단 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회사법상 회사기회유

회사기회유용 사안들인가? 미국에서는 회사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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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 미국 개혁 논쟁의 시사점 -

│주│제│별│연구과제│

기업집단에서의 행위를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회사지배구조

입하여 통제하자는 주장과 이러한 주장에 기초한
언론보도 등이 회사기회유용 법리에 대한 논증 없
이 이루어지며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지
적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회사기회유용 법리 도입

신석훈

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으로 제정된 미국 금융개혁법(도드 프랭크법)상의 회사지배구조 개혁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의 단기이
익 추구(Short-Termism)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의 개혁 논쟁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회사지배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0년 7월 21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되
어 왔던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이 발효되었다. 대공
황 이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융규제 개혁 내

2. 연구내용

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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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비판받던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을 규제하며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으로 제

연방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

정된 미국 금융개혁법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지배

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모든 상장회사의 회

구조 개혁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위기의

사지배구조 실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며

주요 원인인 주주의 단기실적주의(Short-

금융산업 외의 일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회사지

Termism) 극복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

배구조 개혁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주주들

조하고 있다.

이 이사선임, 이사회 구조, 임원보수 등과 관련된

주주들에 대한 회사 경영진들의 책임의식 결여

사안에서 앞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며 소수주주

는 조항들이 대부분이다. 과연 이러한 주주민주주

들의 권한 강화를 통해 경영진을 통제하고자 마련

의 강화조치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

한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혁조항들은 위기의 원

구조 개선방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에서

인인 단기실적주의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또

Ⅰ. 2010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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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만을 노리는 가치파괴적인 경영권 위협에 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발행하

항하기 위한 포이즌필 등이 금융위기 이후 단기실

는 위임장 설명서에 주주 추천 이사후보를 포함시

적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들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킬 수 있도록 한 위임장 접근 규칙(proxy access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정적 관점에서

rule)과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 승인권(say on

만 이러한 제도들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이다.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 연구
- 컨버전스를 고려한 대안 모색 -

│주│제│별│연구과제│

한 소수주주들이 손쉽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사

pay) 등의 주주민주주의 강화 개혁조치들은 위기

그러나 경영진의 단기실적주의 폐해를 인정하면

에 대한 냉철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경영자에 대한

서도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를

반감에 기초한 포퓰리즘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포기하고‘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와‘소비자 자본주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이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

의’
가 회사지배구조 개혁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주

본 연구는 컨버전스 현상이 시장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SEC)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 상

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인

살펴보았으며 컨버전스를 고려하여 시장획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

황과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상황이 맞물리며 지난

들과 구별되는 주주의 법적 지위와 경영진의 경영

랫폼 경쟁구조, 동태적 경쟁변화 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하

10년 동안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통한 주주민주주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라는 회사‘법’

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방법이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의 실현을 주장해 온 주주행동주의자들의 시도가

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주자본주의는 가치가 있다.

운영되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대안제시가 반영되면 보다 효율적인 기업결합이나

미국 금융개혁법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의 포기가 아닌 주주의 장기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모기지

이익 극대화가 회사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

관련 증권에 내재되어 있던 장기적 위험요소들을

도록 개선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주주들의 단기 주가상승 요

배구조 개혁방향이 되어야 한다.

김현종

기업행동이 경쟁당국의 규제로 인해 제한받는 것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
고 판단한다.

구에 너무나 쉽게 부응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지배

1. 연구배경 및 목적

구조가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었음에도 오히려 소
수주주들이 경영진을 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3. 평가

개되고 있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컨버전스(convergence)

이전까지는 별도의 제품 혹은 서비스로 간주되

미국 금융개혁법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지배구조

현상은 기존의 법경제학적 시장획정의 분석방법을

던 여러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컨버전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주주들과 회사의

개혁 조항들이 금융시스템 개혁조항들에 비해 상

재고토록 요구하고 있다. 산업 내에서 디지털화가

스(convergence)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경쟁법

장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

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회사지배구조 개

진행될수록 시장융합과 같은 컨버전스 현상은 촉

상의 시장획정 방안은 이러한 시장융합 현상을 반

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개혁

혁조항들은 이사(경영진)와 주주 간의 권한분배와

진된다. 특히 정보통신(IT)산업의 경우 빠른 속도

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컨버전스가 이루어진

방향이 되어야 하며, 오너경영 체제, 차등의결권

주주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라는 가장

의 시장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까지 유선과

시장에 대해 기존 경쟁법상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주식, 포이즌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단기주가

중요한 회사지배구조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

무선시장은 별도의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행위를 경쟁제한적 행위

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전문경영인과 달리 장기적

실에 주목하며 이러한 쟁점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

이를 통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시장 간 대체

로 오판할 우려도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건 사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오너경영 체제, 단기적 시세

쟁이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며

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졌다. 이전까지 음성통신

례가 발생한 바 있다. 나아가서 컨버전스 현상을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보다 장기적 주식소유자들

우리나라 회사지배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하였

과 데이터통신은 다른 서비스로 판매되었으나, 음

고려하지 않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경

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시세

다.

성을 데이터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쟁촉진적 행위마저 억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 미국 개혁법은 바람직한 회사지배구조 개혁방
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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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과 문화콘텐츠시장 간 융합이 급속히 전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서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본 연구는 관련시장의 획정 개념 자체에 대한 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연계하여 판매하는 방식은

의보다는 법규정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다양한 묶음상품의 가격체계를 선보였다. 또한 최

획정과 관련된 쟁점을 점검하고 현실에 적합하도

근에는 미디어산업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정보

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Ⅰ. 2010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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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본 연구는 컨버전스 현상을 비롯하여 플랫

수가 감소하게 되지만, 기업의 수보다 소비자의 거

필요한 검토기준을 연구했다. 이러한 비대칭적 플

판결을 근거로 결합제품의 관련시장을 결정한다는

폼 경쟁구조, 동태적 경쟁변화 등을 경제학적으로

리비용이 더 빨리 감소하므로 컨버전스가 진행되

랫폼 경쟁의 경우, C시장의 존재는 기업1뿐 아니

것은 과도하게 과거지향적인 판단이다.

분석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면 관련시장은 내생적으로 넓게 획정된다는 사실

라 기업2에도 영향을 주어 시장 내 가격인상으로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결합상품의 관련시장은 어

기존 시장획정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을 파악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태적 변화가 급

손실을 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칭적인 다면

떻게 획정되어야 할 것인지, 즉 결합상품이 구성제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시장획정이 갖는 정책

속히 전개되고 컨버전스가 진행되는 산업에서 기

시장을 갖고 있는 경쟁자 간에 단면시장에 대해 시

품과 동일시장에 있는지 별도 시장에 있는지 여부

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존의 시장획정 분석을 실시할 경우 컨버전스로 인

장획정을 하려고 한다면 동일한 대칭부분만 놓고

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근거들과 기준

경쟁당국의 시장획정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 대체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해 관련시장을 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비대칭적인 시장(한 기업만 추

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결합시장의 획정과 관련하

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

소하게 획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 과소한

가적으로 갖고 있는 단면시장)도 포함하여 분석해

여 수요의 대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합상품

원회의 시장획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한국 경쟁

시장획정은 컨버전스를 고려하여 시도하는 효율적

야 한다. 지배력의 전이 측면에서도 기업1이 C시

이 주는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결합되어 제공됨으

법 규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활용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

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A시장에서 지배력을

로써 주는 편리성, 안정성, 통일성 등의 혜택이 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후생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도 포함하여 사회후

행사하려 한다고 하지만 A시장과 C시장은 플랫폼

마나 수요의 전환을 억제할 정도로 큰 것인지를 파

생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과소획정은 사

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C시장과의 상호영향으

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결합시장 여부를 판단하

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

로 인해 A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득을 획득할

는 데 있어서 기업의 판매행동도 고려해야 한다.

를 시정하기 위한 해소방안으로서 컨버전스가 진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하며, 특히 기업1의

기업은 결합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비용을 절감하

행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기준 가격상승률을 15%

경우에는 기업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본

는 측면이 있다. 셋째로 결합시장과 관련된 관련시

본 연구는 시장융합 현상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컨버전스가 진행되는 시장에

연구는 비록 C시장에서는 독점적인 단면시장을 갖

장의 획정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시장획정의 종합적인 방법론을 분석했다. 이를 위

대해서는 5년 이후의 변화도 동태적으로 고려하여

고 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경쟁구도에서는 그러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결합상품의 시장획정은 이

해 컨버전스 현상, 다면시장의 특성, 결합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한 지배력의 전이가 다른 시장에서 나타나는 데에

러한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판단기

것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했다.

2. 연구내용

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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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플랫폼 경쟁은 컨버전스가 이루어지는

끝으로 본 연구는 결합상품시장의 획정에 대한

먼저 컨버전스 현상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컨버

정보기술부문, 통신부문, 출판방송 등 미디어부문

분석결과도 제시했다. 결합상품은 개별상품을 묶

전스는 시장 간 경계를 감소시켜 수요의 대체성을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

어 놓은 제품이므로 결합상품의 관련시장을 획정

높이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본 연구는 지

장뿐 아니라 유통, 에너지, 은행, 신용카드 등 다양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결

적했다. 즉, 컨버전스는 분할되어 있던 시장들을

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양면시장의 속성

합상품이 구성제품인 개별 상품과 동일한 관련시

본 연구에서는 관련시장의 획정 자체의 존폐에

융합시키므로 기업의 수나 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

을 갖고 있는 플랫폼 경쟁구도에서 관련시장의 획

장에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다시

대한 논의보다는 법규정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치게 된다. 또한 컨버전스는 시장균형의 관점에서

정은 새로운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모

말하자면 결합상품이 구성제품들의 시장과 별도로

서 시장획정과 관련된 쟁점을 점검하고 현실에 적

내생적으로 일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한다. 본 연구

든 플랫폼들이 모든 시장에서 대칭적으로 경쟁구

결합상품만의 관련시장이 형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컨버전스 현

는 이러한 컨버전스 현상의 영향을 시장획정에 적

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1과 플랫폼2가

대한 질문이다. 전술한 몇 가지 경쟁법 사건 사례

상이 시장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

용하기 위해 Salop(1979)의 원형도시(circular

A시장 및 B시장에서는 경쟁을 하지만 C시장에서

에서는 기존 판결의 결과를 유추하여 사전적으로

치는지 살펴보고 적정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지도록

city) 모형을 활용했다. Salop(1979)는 Hotelling

는 플랫폼1만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결합시장을 획정하곤 하였다. 그러나 기존 법원판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대안제시가 반

모형을 응용한 원형도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도 존재한다. 다면시장의 특성상 B시장과 C시장의

결에서 결합제품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한 사례

영되면 보다 효율적인 기업결합이나 기업행동이

모형은 시장 내에 기업의 진입₩탈퇴와 소비자의

고객의 수는 A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A시

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이 다를 수 있으며,

경쟁당국의 규제로 인해 제한받는 것으로부터 구

거리비용, 사회후생 등을 비교분석하는 데 유리하

장의 고객의 수는 다시 B시장과 C시장에 양(+)의

또 동일한 산업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동태적인 변

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 본 연구에 활용했다. 연구 결과, 컨버전스가 진

효과를 부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적인 플

화,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해 결합상품과 개별상품

또한 본 연구는 플랫폼 경쟁구조, 동태적 경쟁변

행될수록 소비자의 거리비용은 감소하고 기업의

랫폼 간의 경쟁구도에서 시장획정을 판단하는 데

간 경쟁관계가 변화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화 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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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방법이 시장경제의

적 개념에 집착하여 시장을 획정할 경우 나타날 수

메커니즘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게 해줄

있는 오류를 지적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경쟁당국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률적인 거리지표나 사전

도 고려하여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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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의 문제점과 성과

이병기₩김필헌₩김영신₩신석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강화에만 의존하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현행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남소가 증대될 가능성이

- 대₩중소기업 간 거래₩가격결정구조와 정책

큰 새로운 법제도이다. 정부가 사업이양 권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
로 전면 개편한 것은 적합 업종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 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편,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현 정부는 글로벌 경쟁환경하에서 기업의 지속

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2010년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의 동

9월 29일 발표된‘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

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책’
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타나 있다. 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공정거래질서의 확

의 수단이며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그리

필수조건이며 공정한 사회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 가능한 동

있다.

반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 점검 체계의 구축을

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2010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빠르게 추진되는 추세이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친기업정책 추진으로 대₩중

및 관련 이슈들의 문제점을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소기업 협력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으

검토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7월 29일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고 지적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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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1) 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강화의
일반적 문제점
먼저,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본질이 사적 계약
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에서 사전적 금지행위를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기술임치시

다.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관련 경영

장의 형성 및 기술임치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

₩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 기술자료임치시장의 제도적인 진입제한을 완화

정보를 공개하되 기업의 규모 내지 회계능력 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발전시

하고, 법체계 혼란 및 남소 확대의 부작용이 큰 징

반영하여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준

키기 위해 하도급거래법상 규제강화에만 의존하는

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보다 위자료 등 현행제도

수비용을 경감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개선을 통한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

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지속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직하다.

적으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실현상이 심화

은 현행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남소가 증대될

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2009년 하반기 세 차례

가능성이 큰 새로운 법제도이다. 중소기업의 사업

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상시 구조개선 지

영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사업이양 권

원시스템’
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여러 법률에 흩어

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전면 개

져 있는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한 군데로 통폐합하

편한 것은 적합 업종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당연위법으로 규정해 놓고 과징금 및 형벌 등을 통
해 규제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왜곡시켜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

(2)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를 줄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 대한

3. 평가

사전적₩직접적 행정규제는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전면 개편은 글로벌

는 한편, 구조조정 관련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

계약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기술과 시장

구조조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경영지표의 개선

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입제한 등으로 중소기

적 구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적합 업종

목표를 적시하여 지원과 경영성과의 연계성을 강

업을 보호하려 했던 제도가 일부 중소기업에 도움

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강제

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국내기업

화해야 한다.

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전반

하는 제도들의 문제점이다. 사후적인 원자재 가격

간 그리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상승분을 계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당사자 간의 자

및 잠재적 소비자의 이익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현행‘납품단가 조정협의의

크다.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무제’차원을 넘는 제도 도입은 계약의 거래 당사

업종₩품목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유보하고, 대

자 간 위험할당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납품단가연

₩중소기업 간의 상대적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정

동제는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보가 공유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자발적 협력

‘신청권’
과‘협의권’부여 및 Fast Track 제도 등

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동

은 계약의 기능을 훼손한다. 셋째로 납품대금 부당

반성장지수 산정에 대한 정확성₩객관성₩파급효과,

감액에 대한 입증책임전환의 문제점이다. 입증책

동반성장위원회의 개별기업에 대한 이해 능력 부

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족에 따른 구조적 한계 및 공정성 확보 및 지대추

의 계약체결기간을 초단기간으로 설정하여 재계약

구(rent-seeking)에 따른 사회적 손실 가능성 등

조건을 계속 달리 제시할 것이므로 오히려 수탁기

동반성장지수와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한계와 문제

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입증

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해석’
에 의해서도 입증

를 통한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산정₩평가 발표는

책임을 전환 또는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입법을 통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의 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증대한다.

해 획일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입증책임을
사인에게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넷째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의 문제이다. 납품

146

단계에서의 대기업은 중소기업 파산₩파산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착되었지만, 90%가 넘는

인한 피해를 경험한 반면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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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거래₩가격결정구조와 정책

연구에서는 미₩일 수₩위탁 거래관계의 차이와 납

품단가 결정은 원가가산가격 결정방식으로 결정되

품단가 결정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

며,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

- 한₩미₩일 비교 -

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만 근본적인 결정원리는 유사하다. 노동비용의 변
화는 가격재협상의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반면 원
자재가격의 변화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2. 연구내용
이병기

에 반영된다. 원재료의 경우 가격상승분이 납품가
우선 미국은 수직통합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격에 반영되는 방식과 정도는 개별거래의 특성에

현행의 하도급거래법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

조직 내 거래와 시장거래라는 양 극단의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축으로 하고 있다. 즉,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수₩위

우리나라 수탁기업의 납품단가는 일본과 마찬가

계약과 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탁 거래관계를 통한 장기₩지속적인 계약거래보다

지로 대체적으로 원가가산가격 결정방식에 의해

정부가 납품단가나 거래조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

는 부품생산업체를 수직통합하거나, 일부 범용부

결정된다. 부품업체 유형별로 납품단가 결정방식

제고 등 경쟁압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

품을 시장거래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일본은 장기

이 다소 다르지만 최근 자동차산업의 수₩위탁 기

적인 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중간조직을 활용하는

업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장기₩지속적

료비는 원재료비와 표준부품비, 부품재료비가 들

인 수₩위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기업이

어가며 재료비의 변동은 통상 ±5% 이상 변동 시

수직기업의 자본에 일부 참여하는 수직준통합이

에 반영된다. 원자재 및 부자재 가격의 변화, 환율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계열조직을 통해서 일본은

변화에 따른 원재료비 변경은 매 6개월마다 일정

래관계에서 중간조직은 완전한 수직통합도 아니고

조립산업에서 거래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일본

비율 이상의 변동 시에 갱신하며, 원재료비의 변화

순수한 시장거래도 아닌 그 중간적 시장형태로서

기업의 경우 수직통합은 흔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분은 부품단가의 변경을 통하여 반영하고 있다. 그

파악하는 것이다.

기회주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

렇지만 일본₩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품생산 수
탁기업의 임금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을 흔들고 기업 간 자율적인 위험분담 역할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인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 조립산업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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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래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

맞게 수₩위탁기업이 상호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 조선, 전자산

최근 자동차 시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종재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업 등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시장의 경쟁은 글로벌 수준에서 격화되고 있는 한

기업은 일본 기업처럼 수탁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이제는 납품단가 결정에 대한 미₩일 정부의 개

큰 주요 업종이고, 이들은 또 수많은 중소부품업체

편 부품조달 시장에서는 외부조달이 확대되고 모

를 통해 수직준통합이 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기업

입정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미국의 경

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모기업으로서

듈조달이 증가하고 개방적인 거래가 확대되고 있

처럼 수직통합이 흔히 이용되고 있지도 않다. 그러

쟁당국은 사적인 계약에 개입하지 않는다. 기업들

대기업과 부품공급업자로서 중소기업과의 거래관

다. 한₩미₩일은 각기 다른 거래구조와 납품단가 결

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부품거래는 장기₩지

의 거래관계나 거래조건이 시장경쟁을 저해함으로

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조립

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기업은 1980년대 이후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써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산업에서 필요한 부품은 수만 개에 이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거래형태로 부분적인 변화를 시작하

한편 대₩중소기업 간 부품거래의 국별 차이만큼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사적인 계약은 당사

이 수많은 부품들을 어떤 분업방식을 통하여 생산

였지만 전통적으로 기업에 특수한(firm-specific)

이나 납품단가 결정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자가 알아서 할 일로 간주하여 간섭하지 않는다.

₩조달하여 혁신을 추구하는가는 산업의 효율성과

부품에 있어서는 수직통합을 통한 내제(內製)를 하

나타나고 있다. 미국 수₩위탁 거래관계는 핵심부

둘째, 일본 하청법은 원사업자가 의무사항 및 금지

직결되는 문제이다. 수₩위탁 거래관계에 대한 경

고 표준부품은 시장거래와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

품을 내제(內製)하고 나머지 범용성이 높은 부품은

의무를 행한 때 권고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

제학적인 분석은 주로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하고 있고, 일본기업은 장기계약을 통해 부품을 조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를 오랜 기간 가지

은 의무와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중소기업청이 공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비용이론은 수₩위탁거래를

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장기계

고 있었다. 이러한 거래방식이 정착됨에 따라 미국

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청구하게 되고 금지사항을

시장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

약과 함께 최근 표준부품의 조달에 있어서는 입찰

의 수₩위탁 거래관계는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

위반한 때 권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로서 중간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수₩위탁 거

경쟁을 통해 조달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본

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일본의 경우 납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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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상생법을 통해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3. 평가

대해 제도적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고 의무사항과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본 연구는 한₩미₩일 기업 간 부품거래 구조의 차

와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하도급거래법

이와 납품단가 결정구조를 비교한 후, 각국의 납품

은 당사자 간 교섭력의 차이로 납품단가의 자율협

단가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책 문제를 논의하

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감안, 하도급거래

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현행의 하도급

법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조정협의를 의

거래법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대₩중소기업 간 거

무화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제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

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계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경영성과, 한국기업의 기업성

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약과 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하는

과 및 재무적 특성, 세계 상장기업과 한국의 상장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

수 있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납품단가나 거

구조의 동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며,

래조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통한 비용절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

감과 품질제고 등 경쟁압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

는 안 되고,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

고,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흔들고

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

기업 간 자율적인 위험분담 역할을 훼손할 가능성

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

을 높인다.

│주│제│별│연구과제│

금지사항을 어길 때에는 매우 과중한 행정적 제재

박승록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2002년 이전까지 대규

한국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은 매출기준으로 볼

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대상이 되었던 30대 기업

때 외환위기 이후 크게 완화되었다가 최근에는 큰

집단, 2003년 이후 새로운 규제대상이 된 상호출

폭으로 상승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42.1%

자금지 기업집단, 그리고 이보다 자산규모가 큰 출

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총자산 기준 집중도

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통한

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39.7%, 30대 기업집단이 36.9%를 보이며, 고용측

등의 비교적 다양한 기업집단으로 정의되어 있다.

면의 일반집중도는 보다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특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20% 후반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위 기

분석하여, 기업 및 기업 경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

업집단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

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여주는 것이다.

국민경제적 비중 및 경영성과, 한국기업의 기업성

기업성과는 투자율, 수출비중, 순이익률, 1인당

과 및 재무적 특성, 세계 상장기업과 한국의 상장

매출액, ROA, ROE, 부채비율, 단기차입금 비중,

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동향 등에

사내유보율을 통해 비교₩평가하였는데 상위 기업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집단의 높은 투자율은 기업성장과 경제성장 그리
고 일자리 창출에 좀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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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업집단의 높은 수출비중은 수출을 통한 경제

어 2000년 149%에서 2008년 100.9%로 크게 개

그리고 각 계열사의 위세가 얼마나 집중 또는 분산

성장에 보다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되는 등 상장회사가 1,000개 넘는 국가 가운데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세 중심화 등이 있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 상위기업집단은 높은 순이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 30대 기업집단은 출자연결망 지표에

본 연구는 재무적 특징을 비롯한 소유지배구조

익률과 높은 1인당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의 추이를 보면 한국은 세계

있어서 매우 이질적이고 분석 대상기간 동안 변화

등의 한국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경영성과, 그리고

ROA, ROE와 같은 투자 수익률에서도 높은 성과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의 양상과 폭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

세계 기업에서의 위상 등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가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높은 성과와 함께 상위 기

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들 기업집단을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한 지금까지

능하게 하는 연구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관련 자료

업집단은 외감법인 전체의 부채비율이 140%가 넘

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미국, 영국, 일본,

의 출자 관련 규제에 대해 암묵적이지만 근본적인

를 본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기업에

는 것에 비해 100% 초반의 낮은 부채비율과 낮은

중국이 큰 등락을 경험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의 자산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홈페이지 접속도를 증가

단기차입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사내유

습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중앙 행위자 및 위세 행위자의 영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율을 가지고 있어, 투자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업집단 지배주주의 직접지분, 소유권, 지배권 등에

한국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사

대한 전체 동향 및 자산규모별 동향을 분류하여 제

내유보비율 등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기업규

공하였다. 이 밖에도 소유지배구조와 다른 사항들,

모 기준으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즉 외국인지분율, 재무구조, 사외이사제도 등과 비

있으나 다른 기업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단기차

교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소유지배구조 변

입금 수준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으나 대기업이

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사내유보율은 큰 폭

소유지배구조의 시계열 동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

의 상승세를 보이며 257%를 넘어섰다. 수출기업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 경우 부채비율은 내수기업보다 낮고 단기차입

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

금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사내유보율이 높아서 투

다. 다시 말해, 모든 기업집단이 일정하게 구조를

자여력이 풍부하다. 매출액 기준 1~50대 기업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황에 따라 다양한

코스피 상장기업은 각각 반대되는 기업군에 비해

목적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때로는 계열사

부채비율과 단기 차입금 비중이 소폭 상승하고 있

의 성장으로 소유지배구조 지표가 달라질 수 있기

으나 사내유보율이 상승하여 투자여력이 풍부하다

때문에 일률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고 평가된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군보다 높은 수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사내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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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통계지표로써 대규모기

향력이 감소하여 결국 그룹 전체의 중심화, 위세
중심화 및 응집성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한국의 상장기업과 외국 상장기업의 성과와 특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출자연결망을 분석하였다.

성을 분석하기 위한 매출, 자산, 이윤(경상이익, 당

주요 분석지표로는 특정 기업집단의‘출자관계’
에

기순이익) 측면에서 세계 500대 기업수를 선정하

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여 한국기업의 위상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매출과

나타내는 중앙성, 각 계열사의 중앙성이 얼마나 집

자 산 기 준 으 로 살 펴 보 면 2000년 에 비 해

중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심화, 특정

2005~2006년 각각 증가하였지만 2008년 현재

기업집단의 출자연결망이 얼마나 응집적인지 또는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윤기준으로 살펴보면 거의

연결망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응집성,

변화가 없었다. 다른 특징으로는 한국기업들은 외

특정 기업집단의‘피출자 관계’
에서 어떤 기업이

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부채비율 축소 노력에 힘입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위세,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3. 평가

Ⅰ. 2010년 연구사업 153

│주│제│별│연구과제│

2,860억 원에서 3조3,027억 원으로 10배가 넘는

는 조세지원의 남발은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의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명만 늘려 주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보인다. 조특법 등의 조세지원이 중소기업 집단의

중은 3.7%에서 11.6%로 크게 확대되었다. 조세지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기

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2001년 이후 8개 연

업들의 지원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 중 5개 연도에서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에서

조세지원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

진한 기업도 2007년 기준으로 26.5%를 기록하고

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을 일정수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제도의 이분법적 구조

조세지원제도 개선은 첫째,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하로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

도 중소기업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둘째, 실효성 없는 지원제도의 폐지와 관련 제도의 전

이 없어 과도한 조세지출로 인한 국가재정건전성

중소기업 졸업과 함께 최저한세율 증가, 연구 및

반적 개편을 통한 단순화로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활용도가 높고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개발 세액공제 축소, 상속세 할증률 증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김필헌

기술경쟁력 제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세액감
면보다는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세율인하가 필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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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조특법에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조세혜택들이 크게 축

창업, 사업, 투자, 연구 및 인력개발, 고용지원, 상

소된다. 이로 인한 조세부담률 급증은 중소기업의

생협력, 기업구조조정, 지역 간 균형발전, 공익사

성장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 증여, 간접국세 등의 11개 분야에 걸쳐 39개가

조세지원제도 개선은 첫째, 집중과 선택의 원칙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분야는 창업(벤처)

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을 포함한 7

도록 해야 하며, 둘째, 실효성 없는 지원제도의 폐

개 조항이 있으며, 사업분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

지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편을 통한 단순화로 제

별세액감면(제7조) 외에 1개 조항, 대₩중소기업 상

도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제도

생협력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

의 도입을 통한 현행 이분법적 중소기업 조세지원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

조특법은 조세지출제도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우

입의 특례(제8조)를 포함한 3개 조항, 투자분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안정과 같은 보

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리나라에서는 산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5조 제1항)를 포함한 4

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은 영세소기업에 한해 제한

1,00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다양한

고 있다. 이는 직접보조금이나 직접적 정부지원에

개 조항, 연구 및 인력개발 분야는 연구 및 인력개

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지원과 성과를 연계하여 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

비해 조세지출을 통한 특정산업 지원이 좀 더 중립

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를 포함한 2개 조항,

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술혁신

한 조세지출도 1998년 2,860억 원에서 2008년 3

적이며 행정적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특법은

고용지원 분야는 장기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확대하

조3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외국인투자, 금융중심지 조성 등

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를 포함한 5개 조항, 기

고 이를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이들 기업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집단의 정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세특례 조항들을 담고 있다.

업구조조정 분야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체현상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중 제2장 직접국세부문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

특례(제30조의 제5항)를 포함한 8개 조항 등이 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제도의 간편화를 통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의 현행

및 인력개발 지원,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구조

으며, 이 외에 지역 간 균형발전 분야, 공익사업 분

해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효과를 중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검토를 통해 정책의 효

조정 등의 분야에 걸쳐 100개의 조항을 담고 있어

야, 상속세 분야, 간접국세 분야 등에서 총 8개 조

으로 제도를 재정비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해

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세지원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1998년 이

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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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세지출의 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조세지원이 중소기업 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조특법뿐만이 아니라 조세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1998~2008년 기간 중 조세지출 총액은 7조7천여

않는 이유로는 우선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기업 중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억 원에서 28조5천억 원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다.

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

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

같은 기간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세지출 총액은

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한 성과평가가 수반되지 않

도상의 지원업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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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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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시기가 도래한 조항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

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조세지출은 그 성격상 내용이나 규모가 예산지

들을 폐지해야 한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도입

출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된 고용지원 제도와 같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보

조세지출이 방만해져 국가 전체의 재정에 부정적

다는 경기 보완적 성격이 강한 조항들에 대해 일몰

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기술혁신 관련 세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중소기업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고 기술경쟁

지원과 관련하여 그 규모 면에서 조세지출이 예산

력 제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도는 조특법

지출에 육박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을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으로서 장기간 지원을

을 통한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세액감면보다는 영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둔 판로개척, 선택

구적이고 전반적인 세율인하가 필요하다.

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과 집중에 의거한 창업지원, 지원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기술개발지원, 외국

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

인력제도의 지원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별│연구과제│

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없는 조항

김필헌

법을 통한 조세지출 정책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
성₩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개
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누어 중소기업 기초통계와 애로조사 등을 통해 평
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경영안정의 경우, 지원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2~2006년 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약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80배 증가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도 큰 폭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자금사정이 원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중소기

활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0년대 전반 20% 초

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중반에서 2005~2007년 기간 10% 초중반 수준으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예산

로 줄어들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자보상배율이

지출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지원 사업들의 성

1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2004년 32%에서 2008년

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6%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판로지원의 경우 수출
부문에서 다소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소기업 전
체로 볼 때 여전히 판로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2. 연구내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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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제도 중 상대적

전체로 볼 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으로 중요성이 높은 경영안정 자금지원, 판로지원,

2000년 37%에서 2008년 31%로 줄어드는 추세에

창업촉진, 기술지원, 인력지원의 5개 부문으로 나

있다.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순 창업기업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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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나 질적인 개선이 필요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정

하다. 예를 들어 경기불황이 극심했던 2009년에

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연계한

창업이 큰 폭 증가했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시장정보 획득이나 해외상설기관 설치와 같은 인

창업 확대(2007년 대비 75% 증가)와 함께 퇴행산

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창업지원은 선택과

업에서의 창업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2007년 대비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이 성장잠재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의 경우 지원규

력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모가 2001년 6,394억 원에서 2009년 1조7천억으

있다. 넷째, 기술지원은 기술개발에 따른 기업성장

로 2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을 성과평가의 지표로 삼아 지원과 성과의 연계성

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자본투자의 효율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지원과 관

성도 점차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의 전반적 생산성

련하여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외국인력제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지원 규모가

도의 지원을 확충하여 해외 고급기술인력의 적극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000년

적 유치가 필요하다.

4.8%에서 2009년 2.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생산직 전문가와 기능직 등 핵심부문의 인

3. 평가

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시행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경영안정 지원의 경우 장

중인 지원제도의 객관적 평가와 이에 근거한 제도

기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개선은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

현재 시행 중인 예산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

의 면밀한 평가를 통해 지원에만 의존하는‘좀비

도를 폭넓게 개괄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에서

기업’
의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판로개척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부문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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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경제적 분석
│주│제│별│연구과제│

노동시장 분석과 일자리 창출

변양규₩이승길(아주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강제될 것이다.

-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경제적 분석

그러나 이번 판결은 경직적 기준에 의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을 위축시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라

-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는 법의 기본정신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의 투자변화
- 실업률 5%, 고용회복의 분기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지는 법률적₩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현재 상황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해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소송 판결에
서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와의 관계가 형식상 도

2. 연구내용

급관계이지만 원청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으
므로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로 보아야 한다고 판

우선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했다. 또한‘파견법’위반에 따른‘불법파견’
임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노무지휘를 받는다는 이유

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

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간주하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직접고용간주 규정’
을

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관계의 적법성을 판단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협력업체 근

때, 도급관계의 본질상 하자 없는‘일의 완성’
을위

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원청인 현대자동차는‘부당

한 도급 관련 지시를 노동법상의 전통적‘노무지휘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가 되었으

권’
으로 본다면 거의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

며 해당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결과

으로 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법해석은

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내하도급 관련 지시

학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

가 외견상 노무지휘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사실을

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기능적 공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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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

라서 이번 판결은「하도급 근로자 보호」
라는 법의

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급

기본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자연스러운 통제’
와 원청

하도급은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엄격한 경직적 노

의‘노무지휘권’행사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동시장하에서 고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근로자의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요청과 공정경쟁의 관점

요구와 효율적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에서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활성화된 고용계약 형태이

통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

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은 이러한 고용계

추세에 따라 완화된 방향으로 파견법의 개정을 검

약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

토해야 할 것이다.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비용 노사관계의 근원지인 대기업₩유노조₩정규직 부문의 유연화가 우리나라 노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사관계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니온숍 폐지와 파업 시 대체

기업 및 노동조합의 기여가 필요하다.

근로의 허용을 통해 교섭력 균등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파업 노동조합 운영

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

│주│제│별│연구과제│

한편 본 연구는 이번 판결이 기업뿐만 아니라 사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조준모(성균관대)

여‘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규제강화,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취

법의 기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업규칙 불이익변경법제의 유연한 적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내하도급의 정규직 전환이 이

3. 평가

루어지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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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내하도급에 대한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장기

법률적 관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소 협소

적으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고용

하고 경직적인 기준에 의한 판결임을 지적하고 보

가능성이 축소되고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부

다 유연한 관점의 수용이 필요함을 강조한 점에서

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해 경제 전체의 노동수요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대

이번 판결이 결코 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기본정신

체효과에 의해 노동수요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서

을 구현하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였다는 점은 상당

세계 각국은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세계화·

직영생산직으로 이동하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이

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

비세계화 부문 간의 양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러한 부정적 영향은 원청회사 노동조합의 실질적

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

특히 비세계화 부문은 과거에 향유하던 지대를 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근로자

로 본 연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는

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러한 지대에 근거를 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의 결속력이 강

들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

화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화와 더불어

강화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정에서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정규직보다는 상대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우

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리나라 노사관계는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경직

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고착화되었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근

다. 예를 들어,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일수록 고

시안적인 접근방법, 박약한 공동체 인식, 그리고

용조정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단체협약을 통

원칙을 무력화하는 과잉 정치 몰입을 지적할 수 있

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

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적

한 상태이며, 호봉제 경향이 높아 임금경직성이 두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

드러진 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퇴

정한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

직금₩상여금₩시간외 수당₩유급휴가 적용률에서도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Ⅰ. 2010년 연구사업

163

노동비용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

다. 한편 우리나라는 노조전임자 급여나 전임자 및

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이 지나치게 많고 노무관리

불이익변경원칙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며 그 외 유급노조활동 지원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구

및 기타 경비 지원 역시 상당한 수준이어서 연간

체적으로 설정하고 대다수의 안정적인 단체교섭조

노무관리비용이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항은 장기교섭조항으로 전환하여 교섭비용을 절감

타났다. 또한 교섭빈도 1회당 평균 교섭시간 등을

해야 한다.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의 투자변화
- 실증분석과 사례분석 -

│주│제│별│연구과제│

약자 그룹에 비해 월등한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

이병기

보아도 미국, 일본, 독일 및 프랑스 등에 비해 교섭
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과도한 노사관계 비용이 상대적 약자인 중

고용보호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조정비용의 증가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위축시

3. 평가

키는 요인이었다.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고용보호를 완화하였다. 이탈리아,

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로 전가되
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및 네덜란드는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보호 완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는
데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및 경

이런 상황하에서는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핵심인

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 부문의 유연화를 최우선 과

노동문제의 진원지인 대기업₩유노조₩정규직 부문의

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에 지나치게 유리

유연화가 최우선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

하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개정을 위해서는 교섭

정책대상을 지적한 점에서 과거 일반적인 노동시장

력 균등화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에

유연화를 주장한 연구와는 차별된다. 특히 노동시

만 유일하게 존재하거나 경쟁국의 제도나 관행보

장 유연화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노사 간 교섭력 균

다 높은 규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을 해야 한

등원칙의 확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유니온

다. 예를 들어 유니온숍 제도를 폐지하고 파업 시

숍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 파업조합 운영의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규제강화, 노동조합의

기업을 둘러싼 중요한 시장은 노동시장과 금융

로 정리한 것이다. 고용보호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를 강화해야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제의

시장이다. 이 두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향을 주는지에 대해 간단한 이론과 함께 주요 실증

하며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

유연한 적용 등 구체적 정책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고용보호를 완화한

안을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의 개편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 노동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를 대상

상태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

으로 하여 고용보호 완화의 내용과 시사점을 찾아

보호는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강한 상태로 남

보았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고용보호를 완화하

아 있다. 세계은행이나 OECD의 자료를 통해 살펴

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 각국은 정규직

볼 때 우리나라 고용보호 및 노동규제는 비교적 높

고용보호뿐만 아니라 임시직 고용보호를 푸는 경

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우가 많았다.

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 간의 괴리에서 오는 과다한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보고서는 고용보호 완화가 기업의 투자에 어
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거와 시사점을 중심으

와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만을 고려한 OECD 고용
보호지수는 2008년의 경우 15위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용규제

2. 연구내용

지수는 25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 고용규제의 정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중하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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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에 와서 고용보호법제에

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특

대한 OECD의 기초자료가 축적되고 관련기업 데

고용보호가 커지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조정비용

히 Biagi개혁안은 무기용역계약, 대기근로자, 파

이터베이스가 이용 가능해지면서, 고용보호가 기

이 증가되고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게 되

트타임 도입 등을 골자로 하여 비정규직 고용계약

고용보호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기업투자를 위

업투자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면서 투자에 사용될 내부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전

을 대폭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스페인은 임

축시키는 요인이라는 본 보고서의 결과는 우리 경

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고용보호가 기업투자를

용되거나 투자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시직이 많은 상태에서 정규직의 해고비용을 대폭

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것은 고용보호의

증대시킬 가능성과 감소시킬 가능성이 모두 존재

고용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비생산적인 노동자에게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고

강화가 조정비용의 증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한다.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런 노동자를 해고하

용형태를 새로이 도입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

위축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

우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는 비용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투자를 위

보상금을 대폭 인하하고 급여세를 대폭 인하하였

의 많은 국가들은 고용보호를 완화하였다. 이탈리

에서 기업투자상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

해 내부자금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거나 투자계획을

다. 한편 네덜란드는 1982년부터 사회보장축소,

아, 스페인 및 네덜란드는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보

한 실증분석이 일부 있다. 노동조합이 기업투자에

축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활용 등을 골

호 완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는데 우리나라도

3. 평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Denny and Nickell(1992)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추

자로 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의 바세나르 협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의

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압력과 새로운 기계설치

세이다. 유럽은 우선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약을 진전시켰다. 더구나 네덜란드의 경우 고용유

완화가 필요하다.

의 방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푸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연 및 안정법을 만들어 경직된 고용을 좀 더 유연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

이를 위해 유럽 각국은 임시직 고용보호뿐만 아니

하게 하고 유연한 피고용자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트에 투자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라 일부 국가의 경우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였

는 당해 프로젝트의 수익을 높은 임금의 형태로 빼

다.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호의 유연화,

앗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인센

실업급여의 축소, 최저임금의 하향조정 등이 이러

티브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은 기업의 투

한 개혁조치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고용보호 완화

자계획과 무관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높은 임

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금은 그 자체로 소망자본스톡에 영향을 주기 때문

평가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에 투자율에 영향을 준다.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은 많은

둘째로 고용보호 법제변수를 기업투자함수에 도

경우 이해집단의 저항, 정치이데올로기의 영향 등

입하여 추정한 연구결과로 Calcagnini, Giombini,

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and Saltari(2009)는 1994~2000년 기간의 10개

노동시장의 개혁 또는 고용보호의 개혁이 정치적

유럽 국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가속도 투자모

인 성격을 띠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노

형을 분석하였다. 고용보호법제 변수의 추정계수

동조합 등 이익집단은 노동경직성이 이득을 가져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

다줄 것이라는 믿음하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경우

용보호법제가 엄격한 상태에서 기업은 노동을 자

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덴마크, 핀란드,

본으로 대체할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과 같은

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여건 변화에

주요 유럽 국가에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구조개

기업이 대응할 능력을 감소시키고 노동의 자본대

혁이 추진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규제

체를 상쇄시킨다.

완화 정책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경직성

마지막으로 필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

완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탈리아, 스

동보호는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

페인 및 네덜란드에서 적극 추진되었다. 이탈리아

로 나타났다. 고용보호의 강화는 기업투자를 통계

는 Treu개혁과 Biagi개혁에서 임시직의 대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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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5%, 고용회복의 분기점

변양규

그러나 부진한 노동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용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하고 있다는 증

때 실업자 급증 현상 이후 고용사정이 실질적인 회

거가 여러 통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

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난 1월 경제활동인구 증가 37만3천 명 중에서 실

지난 1월을 실업자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기 시

업자 증가는 36만8천 명에 달했고 2월에도 36만8

작한 시점으로 간주할 경우 2010년 하반기부터

천 명 증가 중에서 실업자 증가는 24만5천 명에 달

고용사정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

했다.

하는 긍정적인 추세 역시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이처럼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실업자

있다. 예를 들어 3월 취업자는 26만7천 명 증가하

지난 2010년 1, 2월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

증가로 나타난 점은 노동수요 부진 속에서 노동공

여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

가 증대하였으나, 본 연구에 의하면 이는 실질적인 고용회복의 분기점이 될 전망

급이 증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2010년 1, 2

황이며 제조업 취업자는 1, 2월에 2004년 12월 이

이다. 실제로 2010년 3~10월 사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37만4천

월 실업자 중 단기실업자(3개월 미만)가 급증한 점

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3월에는

명이나 증가하였으며 실업률 역시 10월에 3.3%를 기록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역시 고용사정 개선을 기대하는 신규실업자가 증

무려 11만1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

있는 점은 본 연구의 예상이 정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비

다. 그 외에도 민간부문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가 1, 2, 3월 각각 6만1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점과 3월 신설법

천 명, 6만8천 명 및 8만4천 명 증가한 점과 특별

인 수가 5,652개를 기록하여 7년10개월 이래 최

한 이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만1천 명,

대 수준을 나타낸 점은 고용회복의 가능성을 더욱

18만9천 명 및 14만 명 감소한 점은 본격적 구직활

높이고 있다.

동이 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경제는 2009년 1/4분기 금융위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

을 분석하고 최근 고용동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이처럼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후 고용회복에 대

년 말 실업률은 3.2%에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 경험에 비추어 지난

한 기대가 커지면서 구직활동이 증가했지만 노동

며, 좀 더 완만한 속도로 고용회복이 이루어질 경

1, 2월 관찰된 실업자 급증현상이 과연 고용회복의

수요가 이에 부응하지 못해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

우에도 실업률은 연말에 3.5%에서 안정세를 보일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기저점 통

동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예

이처럼 경기가 저점을 통과 후에 실업자 증가폭

과 후 노동생산성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를 들어 지난 2010년 1, 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이 확대되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다. 지

노동생산성 상승에 의한‘고용 없는 회복’
의 가능

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확대되던 실업자 증가폭

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대비 각각 5천 명 및 12만5천 명 증가하여 2개월

2. 연구내용

은 잠시 축소되다가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의 시작과

168

과거와 유사한 고용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2010

함께 1, 2월 실업자는 각각 121만6천 명, 116만9

실업자는 2010년 1월에 36만8천 명, 2월에 24

면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2003년

천 명을 기록하여 2009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만5천 명 증가하여 각각 121만6천 명, 116만9천 명

11월 및 12월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19만9천 명, 19

36만8천 명 및 24만5천 명 급증하였고 그 결과 실

을 기록하였으며 1월 실업자 규모는 1999년 8월

만8천 명 증가하였는데 그중 16만3천 명 및 15만4

업률도 각각 5.0% 및 4.9%로 크게 상승하는 현상

136만4천 명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

천 명이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 2010년 1, 2월과

도 나타났다.

률 역시 5.0% 및 4.9%를 기록하여 2001년 3월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3. 평가
본 연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2010년 1, 2월
나타난 실업자 급증현상이 실질적인 고용회복의

이처럼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경기회복세와는

5.1%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또한 3

1980년대 이후의 경기순환을 살펴보아도 경기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우리나라 연구기관

달리 현재 노동시장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월 실업자 증가는 5만4천 명으로 크게 축소되었으

저점 통과 후 약 5개월 동안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

최초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일부 연구기

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

나 여전히 실업자는 100만 명을 웃돌아 우리 경제

되는 양상을 보여 현재 실업자 급증 현상은 경기회

관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구는 여러 현상이 혼재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현황

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를 피력하였지만 201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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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실질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3.3%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본
연구의 예상이 정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확한 예측은 우리나라
여러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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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시대와 미디어산업의 과제
│주│제│별│연구과제│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과제

김현종

슬레이트 제품의 출시와 더불어 미디어산업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되며, 콘텐츠시

- 슬레이트 시대와 미디어산업의 과제

장의 재편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미디어산업의 디지털화에 역행
하는 직접적 지원이나 표준플랫폼 제시, 가격규제 등과 같은 정책은 경계해야 한

-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분석

다. 대신 정책적으로 콘텐츠의 유통과 경쟁을 주시하고, 미디어산업 내 구조조정
이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며, 무선데이터 통신시설의 확산을 위해 지원할
것으로 정부에 기대한다.

- 사회적 기업가 정신
-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비용과 제도적 문제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자나 사진 크기에 제약을 받으며, PDF 파일을 다
운로드받아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는 읽기가

스마트폰은 사무실이나 가정 등 한정된 공간에

쉽지 않다.

서만 허용되었던 데이터통신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마존, 반스앤노블

가능하게 해 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 덕분에

(Barnes & Noble), 마이크로소프트는 슬레이트제

인터넷 업체들의 정보서비스에도 변화를 가져왔

품(태블릿(tablet) PC)을 발표₩출시했다. 그리고

다. 즉, 주요 인터넷 포털들은 스마트폰에서 활용

애플(Apple)도 태블릿제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가능한 모바일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다운로드 받

알려져 있다. 태블릿 PC나 전자서적 단말기 등 판

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때기란 뜻의 슬레이트(slate) 제품의 출시가 가속

(Wifi) 무선통신이나 GPS 기능을 통해 제공할 수

화될 것으로 보여 올 한 해는「슬레이트의 시대」
를

있게 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영역도 광범위해졌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고객층을 넓혀가면서 대중

본 연구는 이러한 슬레이트(태블릿) 제품시장의

화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휴대가

형성원인을 설명하고,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용이해야 한다는 전화기의 특성상 단말기의 크기

미디어산업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에

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대해 정리했다.

이용자들은 커봐야 4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작
은 화면에 만족해야 한다. 뉴스를 검색하더라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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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가 경계해야 할 정

과 동일한 변화에 직면할 것은 확실하다. 글로벌

정부가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책으로서는 첫째, 쇠퇴해 가는 기존 미디어 매체에

IT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태블릿제품을 출시하거

새로 형성되는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

슬레이트로 표현되는 태블릿제품들이 다시 주목

대한 지원정책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

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향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가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받게 된 데에는 기술적 요인과 미디어환경의 변화

째, 미디어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기업체가 애플이며, 미

바이다.

라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가 나서서 통일된 플랫폼을 제안하거나 보조하는

디어시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려고 준비 중이다.

2. 연구내용

먼저, 기술적으로는 이전에 동반되지 못했던 발

일은 배제해야 한다. 셋째, 미디어산업이 디지털화

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전식 터치화면 등 향

되면서 제공되는 콘텐츠가격은 시간별로, 구매 규

상된 터치기술의 편의성과 터치를 지원해 주는 운

모별로, 수요자 특성별로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

영체제의 우수성이 아이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격을

터치지원 프로그램들이 속속 개발되어 터치기술을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규제는 배제되어야 한다.

장착한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출시되는 등 이를 응

한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용한 전자제품들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콘

이나 넷북과 마찬가지로 공항이나 카페 등의 공공

텐츠가격이 적절한 가격으로 결정되어 거래되도록

장소에 와이파이 무선통신이 보급되는 등 통신환

점검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제품은 일반용품과 달

경이 개선되고, 3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동통신의

리 사후적으로 경험을 해야 가치를 파악하게 되는

활용이 음성통신에서 데이터통신으로 비중이 점차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평가되

옮겨지는 등 IT환경 변화의 혜택을 보고 있다.

거나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서비스

다음으로 미디어산업이 자체적인 구조적 변화를

에 대해 적절한 가격이 부과되지 않으면 시장이 발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태블

전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릿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첫째, 대중들

대한 점검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신

은 하루에 한 번 활자로 인쇄되는 종이신문이나 정

디케이트 형성, 사업체의 대형화 등 미디어업체 간

해진 시간에 뉴스를 제공하는 TV방송보다 하루에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할 것을 제시

도 여러 차례 신속하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검색

했다. 셋째, 정책적으로 유무선, 특히 무선데이터

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보수집을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대중들은 기존

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상의 대체미디어를 통해 정보
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셋째, 스스로 정보콘
텐츠를 편집하고 싶어 하는 대중의 요구가 기술 발

3. 평가

전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넷째, 전자콘텐츠

174

의 아카이브(archive)가 구축되고 있으며 기존 언

슬레이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론사들도 전자콘텐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기존 미디어가 디지털화되는 데 있다. 데이터통신

을 들 수 있다.

에 있어서 문자데이터 용량이 동영상 데이터 용량

본 연구는 슬레이트(태블릿 PC) 제품의 출시와

보다 월등히 작아 언론매체 중 신문산업이 방송산

더불어 미디어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업보다 디지털화에 직면하는 문제가 먼저 찾아왔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계해야 할 부분과 추진해야

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방송사들도 신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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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연구과제│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분석

강성원

험 가입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파악되었다. 본

서 소비자의 개인적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로 전환

연구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비자들의 민간보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현재의 소규모 개인병원 중

험에 대한 선택을 강화하여 민영보험회사들이 의

심의 공급 구조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

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는 경쟁을 촉진

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외 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건강보험 대체

료기관을 유치하여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형 민영의료보험의 판매, 보험료 수납 및 보험 급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경쟁 압력을 제고할 필요가

여 지급을 대행하여 비의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안하였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서 영리의료법인 진입 규제 및 건강보험 가

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법

임의 추출한 무기명 건강보험 개인 의료정보를 제

격규제를 완화하되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고

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여 획득한 이윤을

공하여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용 및 생산 증진 효과를 추정하였다. OECD 25개 국가의 2005~2008년 패널

해외로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허용하되, 무제한 가입을 연 1개월 허용하도록 강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시장개방으로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9.9~25.9%,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여 이윤 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하여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험료 상승으

총산출 및 총고용은 0.4~1.3%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영리의료법

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

인의 진입은 허용하고,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험의 경증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능을 유지

경증에 한해서 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대처하는

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

민영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을 통한 가격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의 효과를 추정

그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파악하였다. 향후 소득의 증대 및 인구 고령화에

에 대한 건강보험은 유지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

OECD 25개국의 2005~2008년 패널자료를 이용

따른 고급화된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는 현재의 의

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하여 시장개방, 영리의료법인의 급성기 병상 비중,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논의와 규제완화 관

료서비스 공급방식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이윤

가격규제의 정도가 의료시장 규모에 미치는 영향

련 논의는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을

예상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의 증대, 진료의 질 저

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시장개방 및

개방해도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

하여 해외 의료기관을 영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하, 그리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재 심화가 나타

규제완화에 의한 생산 및 고용증대 효과를 추정하

리의료법인 진입규제 폐지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

파악되었다. 그런데 해외 의료기관 영입을 극대화

날 가능성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

였다. 그 결과 영리의료법인 규제가 해소되어 실질

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분리된

하기 위해서는 이윤의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영

한 대응책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남발하고 진료의

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총산출 및 총고용

두 연구 조류를 통합하여 시장개방을 위한 규제완

리의료법인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건강보험 가격

질이 낮은 의료기관은 소비자들이 기피할 수 있도

이 0.4%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경

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개방과 규제완화가 결합

규제를 완화하여 이윤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

록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그리고 공

증진료에 대한 가격규제가 완화될 경우 총산출 및

되었을 경우의 고용 및 산출 증대효과를 추정하는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시장개방의 효과를

공 의료기관 공급을 확충하여 의료기관의 지역적

총고용이 1.3%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격규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25개 국가의 2005~2008년 패널자료를 통

편재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비자 선택을

제완화가 시장개방의 효과를 세 배 증폭시킬 수 있

해 분석한 결과 의료시장은 9.9~25.9%, 총산출 및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진료가격 및 진료 실

음을 확인하였다.

총고용은 0.4~1.3%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국가의료정보망’
을개

2. 연구내용

현재 한국 의료시장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매
우 작은 수준이었으며, 향후 소득의 증가 및 인구

176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는 과거의 치유 중심 수요에

설하여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점

구조의 고령화가 수요 증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

또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진료의 증대,

검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고용 및 산출 증대효과를

되었다. 그런데 소득 증가 및 인구구조 고령화에

비의료적인 행정비용의 증가, 건강 취약계층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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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비용과 제도적 문제점

제한적 개방정책은 규제완화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시장개방의 효과를 촉진한다는 증거를 실증분석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의료

통해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시장개방 및 규제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규제

완화 연구의 연계가 약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해소

는 완화하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하는 데 공헌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보험산업 내부의 혁신 및 소비자의 선택의 강화를

소비자 선택 강화와 결합하는 정책 조합을 제시하

통해서 억제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들

여 기존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논쟁에 새로운 시각

을 통해 향후 정책 개발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배출권거래제의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이 제도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이론적

을 제시하였다.

것으로 기대한다.

배경, 제조업 경쟁력, 운영 및 일정상의 제도적 어려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주│제│별│연구과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가 의료서비스

이선화

다. 막대한 제도순응비용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입법화는 현재

의료서비스 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두

의 대내외적 환경하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녹색성장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본 보고서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거론하고

문제점을 이론적 배경, 제조업 경쟁력, 운영 및 일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법제화의 수순을 밟

정상의 제도적 어려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친화적 감축수단으

배출권거래제의 주된 문제점은 초기 할당이나 탄

로 인지되며 각광을 받고 있으나 그 효율적 실행을

소누출 등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산업 간₩지역 간

위한 전제조건이나 구체적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

왜곡효과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또한 한국 제조업의 배출구조가 대규모 사업장에

자체의 문제점과 현 시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감축비용이 다른 기업

데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

들 간의 배출권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책 실행에 따른 제조업 주요 부문에서의 파급효과

하는 점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배출권의 거

를 정리하였다.

래를 통한 사회적 감축비용의 효율화라는 배출권
거래제 본연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
시된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코펜하겐 회의의 실
패 등 기후변화 국제협약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는 점도 제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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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평가

배출비용에 따른 제조업의 매출효과분석에서는
9개 주력부문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0.69~1.3%의

이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작동하기 위한 전

매출감소가 예측되었다. 이에 따른 매출감소 규모

제조건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배

는 6조7천억~11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평가의 기초

되었다. 특히 제조업 매출액의 30%를 점하는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

철강, 비금속광물속, 금속제품 등에서의 시장잠식

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는 효율적이

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부업종별로는 1

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차 금속에서 선철제품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데 기여할 것이다.

8.7~15.7%에 이르고 매출감소 규모도 1조2천억
~2조1천억 원 규모에 달하였다. 결론적으로 막대
한 제도순응비용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배출권거
래제의 입법화는 현재의 대내외적 환경하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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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주│제│별│연구과제│

시장경제의 심층적 이해

송원근

본 연구는 대중영합적 이념이 경제정책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이론과 미

-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국과 유럽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좌파적

- 노르딕 국가의 고신뢰 현황과 시사점

이념이 확산될 경우‘보편적 복지’
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명제가 한국에도 적용됨을 보였다.

- 기업과 기업가정신
-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 왜 다시 자유주의인가
- 루트비히 폰 미제스,『화폐와 신용의 이론』
(번역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보편적 복지 및 재분배의 확대는 성장잠재력 감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완

소라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화 등 작은 정부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이 필요하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

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장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고 정책 채택이 지속적으

지향해야 한다는 대립적 주장이 존재한다. 보편적

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복지의 확대는 근로동기 제약, 저축동기 약화로 투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

자의 위축을 가져와 성장을 정체시키므로 보편적

는 재분배정책 채택의 일반적 원인이 대중영합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은 한국경제의 지속성

이념의 영향력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

장 및 그에 따른 사회후생의 증대를 위해 최대한

목적은 재분배정책의 채택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념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명제가 한국의

기간은 재분배 및 보편적 복지 지향의 정책 채택

경우에도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및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기간이었고, 시장 친
화적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중영
합적인 친서민 정책이 채택되고 있어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 채택의 일반적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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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영합주의는 대중과 소수지배층(elites)을 대

정책, 노사정위원회 강화, 복지지출 확대, 종부세

적 이념일 경우 채택₩확대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형

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비시켜 지배층이 아닌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회

도입 등 특정 지역 및 계층을 겨냥한 부동산정책

평성에 기여하는 재정지출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우리나라도 좌파세력의 집권, 전교조의 교육현장

₩정치적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사회주의

등도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기존 시스템의

명제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실증분석을 통

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좌파적 대중영합주의

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현실에서 이념으로서의 대

변화를 추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GDP 대비

해 확인하였다.

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져 재분배정책의 확대가 지

중영합주의는 사회주의와 유사하다. 대중영합적

사회보장 및 이전지출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상

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경제정책은 소득재분배정책, 일반대중의 인기에

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참여정부

점도 본 연구의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

영합하는 재정 팽창적이고 재분배적인 정책 일반

기간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사회주의

을 의미하고, 민주주의하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혹은 사민주의 이념성향을 지녔던 국민의 정부와

높을수록 평균소득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의 유권

참여정부 기간 재분배정책의 규모 및 범위가 눈에

본 연구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

정에 있어서 이념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자 비중이 커져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이 채택된

띄게 증대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의 정부에

어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의 역할이 중요하며

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명제는

서 시행된 4대 사회보험 확대 적용은 재분배정책

좌파적 이념이 확산될 경우‘보편적 복지’
를 지향

다.

실증연구에 의해서도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비교

의 방향을‘선택적 복지’
에서‘보편적 복지’
로 획기

하는 재분배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

를 통해서도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적으로 전환시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유럽에서는 20세기에 사회주의 정당이 주요 정당

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시행한 최저임금제

으로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미국에서 사회

의 확대, 정리해고의 법제화,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주의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점이 양자 간

등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재분배 수준을 높이려

재분배정책에서의 차이를 낳게 된 원인이다. 유럽

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인한

과 미국의 비교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분배정책은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

동안 소득지지정책₩공적연금제도, 최저임금제, 노

되며, 사회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동시장 규제 등에서‘보편적 복지’
의 재분배정책

는 사회주의 정당의 주요 정당화, 교원노조에 의한

기반 확립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교육기관에서의 이념 전파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이념 성향과 한국 사회

명제가 도출된다.

의 이념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중영합주의의 명제가 한국에서도

대중영합주의 명제의 한국에의 적용 여부를 이

적용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이념 및 경제

론 구축 및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정부

정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사

정책에 대한 이익집단의 로비 경쟁을 이론화한 이

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참여한 정부로 대

익집단의 정치경제학 모형을 기반으로 대중영합적

중영합적 재분배정책 확산의 전제조건인 사회주의

이념의 역할을 포함시킨 이론모형을 구축하였고,

정치세력의 집권 및 주요 정당화와 어느 정도 합치

이론모형의 정치적 균형조건에서 빈곤층의 정치적

된다. 국민의 정부는 전교조, 민주노총 합법화를

영향력과 정부 재정지출의 성격과의 관계를 도출

통해 사회주의 이념 전파에 용이한 제도적 환경을

하였다.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모형의 추정을

조성하였다. 참여정부는 기존 지배엘리트의 이익

통해 지배적인 이념이 좌파 성향이 강할수록 형평

에 봉사하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정책, 제도변화

성에 기여가 큰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출

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대중영합주의

이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즉,
‘보편적 복지’
를 지향

경향을 분명히 하였고 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하는 재분배정책은 대중영합적 좌파 이념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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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국가의 고신뢰 현황과 시사점

회적 자본의 축적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

패가 적고, 재산권이 비교적 잘 보호되고 있고, 법

중 하나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노르딕 국가가

치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

높은 신뢰수준을 유지한 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요

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

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기

지지수는 정치시스템 내의 부패를 평가하는 지표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로서, 이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부패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패가 감소하면 신뢰는 상승하게

이병기

될 것이다. 2009년도 부패인지지수의 순위를 보면

2. 연구내용

상위권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노르딕 국가가 부패

그동안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가 만연한 상태에도 불구
하고 기업의 높은 투자, 근로자의 높은 근로의욕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 등으

노르딕 국가의 1989~2008년 기간 중의 신뢰수

가 매우 낮은 국가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둘

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

준은 59.5%로 나타나 한국 30.5%, OECD 평균

째로 재산권 보호는 적법하게 획득된 재산의 보호

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미흡하였거나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분적인 와해과

34.5%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

는 시민사회와 경제자유의 근간이 되는 요소로서

정을 밟아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부국이 되려면 현재 한국 사회가 처

르딕 국가의 신뢰수준 변화 추이는 매우 안정적인

이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5년도의 웨이브에서는

다. 재산권보호지수가 높다는 것은 재산이 적법하

노르딕 국가의 신뢰수준이 63.3%로 높아졌다. 이

게 정부에 의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러한 노르딕 국가의 신뢰수준은 OECD의 전 기간

때문에 신뢰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재산권보호지

평균, 한국의 전 기간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

수에 있어서도 노르딕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준을 보였다.

있다. 핀란드는 OECD 국가 중 재산권 보호 수준

한 낮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OECD 평균 34.5%보다 다소 낮은, 30.5%가 다른

신뢰를 사적 신뢰(la fede privata)와 공적 신뢰

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고 덴마크는 OECD 국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la fede pubblica)로 구분할 경우에 사적 신뢰는

가 중 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2위의 국가로 나타났

노르딕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신뢰수준은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다고

대인적 관계에서의 신뢰를 의미하며, 공적 신뢰는

다. 셋째로 세계은행의 법치지수는 법집행이 잘되

나라들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이들 국가들은 높은

평가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 내의 제도나 규범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노

는지 그리고 경찰₩법원의 질은 좋은지를 반영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이다. 노르딕 국

더구나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는 낮

르딕 국가는 사회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제도신뢰

다. 법집행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다고 믿는 사람

가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

은 신뢰를 보이며, 공적 기구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은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법질서 유

웨덴을 포함하는 5개국을 일컫는다. 이들 국가들

낮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경우 의회 등에 대한 제도신뢰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지를 위한 법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신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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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0개 국가 중 덴마크 2위, 스웨덴 3위 등

은 발트해와 북해 주변 국가들로서 문화와 역사를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서 선진국 대

나타나고 있다. 노르딕 국가의 의회 신뢰는 51.1%

뢰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는 노르딕 국가

공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952년부터 북

열에 합류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25.8%로 나타났고, 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법치를 보여주는 국가였고,

구협력(Nordic Cooperation)을 창설하여 북유럽

는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가 만연한

르딕 국가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70.2%인 반면

그 다음이 덴마크로 나타났다.

국가 간 협력과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노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높은 투자, 근로자의

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58.6%로 나타나 정부 3부

반면 한국 사회는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르딕 국가의 고신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

높은 근로의욕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 등으로

중 의회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나고 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뢰자

는가를 사회적₩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

본의 축적이 필요하다. 신뢰수준의 향상은 경제성

우 선진국 진입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제도 중 의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시사점은 매우 크다.

은 미흡하였거나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분적

나타나고 있다.

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물론 신뢰와 같은

1989~2008년 기간 중 노르딕 국가의 신뢰수준

인 와해과정을 밟아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노르딕 국가에서 신뢰수준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은 59.5%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부국이 되려면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낮은 사

주요인의 현 상황을 보면 노르딕 국가는 비교적 부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30개국 중 부패인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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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수는 22위, 재산권지수는 19위, 법치지수는

3. 평가

24위에 머무르고 있다. 부패인지지수, 법치지수

기업과 기업가정신
- 이해와 오해 -

본 보고서는 노르딕 국가가 높은 신뢰수준을 유

다. 이 같은 순위는 노르딕 국가의 경우보다 월등

지한 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

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

나라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이 무

입하기 위해서는 신뢰수준의 구축이 시급하지만,

엇인가를 찾아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혈연, 지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제

연, 학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가 만연한 상태에도

도적 기반구축에 많은 정책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

불구하고, 기업의 높은 투자, 근로자의 높은 근로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욕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 등으로 빠른 경제

경제성장에서 기업과 기업가는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양

사회에서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 주장, 정책 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

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미흡

은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시장에서 기업과 기업가의 기능 또는 역할을 정

하였다. 우리나라가 경제부국이 되려면 현재 한국

의하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 주장, 정

│주│제│별│연구과제│

및 재산권보호지수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

전용덕(대구대)

책 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가 처한 낮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수준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의 검토를 촉구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제성장에서 기업과 기업가는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로 기업과 기업가는 다른 요

2. 연구내용

인들과 더불어 지난 50여 년 동안의 눈부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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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시장에서 기업가의 기능

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

또는 역할을 자세히 정의하고, 기업가와 관련되어

주장, 정책 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

있는 기업의 조직, 비용, 생산과정 등에 대해 분석

가 지금보다 더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하며, 기업의 설립과 기업의 크기 간의 관계에 대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정서, 주장, 정책 등을 없애

해서 논의한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

만연한 각종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 주장, 정

장에서 기업과 기업가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정의

책 등을 검토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하고, 그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반기

기업이 초래할 부작용을 제시한다.

업과 반기업가적 태도, 주장, 정책 등을 검토하며,

기업과 기업가는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우리 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초래할 부작

회의 지난 50여 년 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매

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우리

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점은 우리 모두 부인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나 주장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과 기업가는 현대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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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차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아

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기업과 기업가를 억제

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

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점이 지난

실이며, 이는 그런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이 충

10여 년 이상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막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지

연구는 이러한 기업과 기업가의 기능과 역할을 자

금보다 더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기

세히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업과 반기업가적 정서, 주장, 정책 등을 없애는 일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 주장, 정책 등을 검토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

3. 평가
경제성장에서 기업과 기업가의 기능과 역할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주│제│별│연구과제│

잡한 교환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불

전용덕(대구대)

의한 내용은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도나 주장 그

미국의 대공황과 관련해서 많은 미신이 있다. 그중 하나가“대공황을 벗어나게

리고 반기업적 정부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이 보고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공황과 제2차 세

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과 반기업가적 태

계대전과 관련한‘주류 견해’
이지만 미신일 뿐이고 진실은 아니다. 이 글은 주류

도나 주장의 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견해가 미신임을 논증함으로써 주류 견해가 틀렸음을 입증한다.

대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미국이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제2차

미국의 대공황과 관련해서 많은 미신이 있다.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것이 역사학자, 경제학자 등

그중 하나가“대공황을 벗어나게 된 것은 제2차

이 지닌 지배적인 주장 또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

세계대전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 미신이 의미하

런 견해는 진실이 아니다.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게

는 바는“사람을 죽이고 건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

된 것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

가 경제성장 또는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

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이 결코 경제

런 미신의 다른 의미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총수

적으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제

요를 자극하여 번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시함으로써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빛나는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공황과 제2차 세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이

계대전과 관련한‘주류 견해’
이지만 미신일 뿐 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은 아니다.
미국 국민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직접적으
로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천문
학적으로 많은 전쟁 물자의 낭비와 파괴 등이 좋은
증거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전시의 경제운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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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시장원리가 아니라 통제원리를 채택하여 미

3. 평가

국 국민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

왜 다시 자유주의인가

전쟁이 번영을 초래할 수 없다는 견해는 자유시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 오류’
는 전시

장을 믿는 경제학자나 역사학자에게는 전혀 새로

경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딱 맞는 이론이고,

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따라서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번영으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들었다는 잘못된 주장

로 이끌었다는 주장은 미신일 뿐이다. 전쟁이 대공

은 오랫동안 주류 견해로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

황을 종식시켰다는 주장은 전시 경제현상을 전적

는 그런 주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논증한 것으로

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고 경제

역사를 가르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아

이 보고서는 최근의 금융위기 발발 이후 전개된 자유시장과 자유주의에 대한 비

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진정한

니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번영을 초래할 수

판들에 대해 이들을 5개 유형의 비판과 정치적 해결이라는 제안으로 나누고, 각

번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본

없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각의 유형에 대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을 토대로 비판한 다음, 정치적 해

연구는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울러 이 연구는 다수 견해가 옳지 않을 수 있음

결책이 지닌 근본적 문제들로 경제계산의 왜곡, 사회적 갈등의 유발을 제시하고

이 아니라 전쟁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

을 보이는 유용한 자료도 될 것이다.

│주│제│별│연구과제│

라 전쟁도 비효율적으로 수행했다. 그런 점과 함께

김이석(초빙연구위원)

자유주의적 해결책이 바람직함을 설명하고 있다.

었다는 믿음 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이 보고서의 연구배경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 보고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자유주의

이후 쏟아져 나온 자유주의와 자유시장에 대한 비

와 자유시장 비판과 제안을 다음 다섯 주제와 한

판들이다. 이 비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

가지 제안으로 나누어 질문을 던진 다음 분석하였

려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

는데, 질문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을 자유시장과 자유주의를 추종한 결과로 돌리고

첫째,“자유주의 혹은 자유시장이 금융규제완화

있다. 흔히 그렇듯이 위기를“빙자”
하여 큰 정부와

를 통해 위험을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가?”아니다.

간섭주의가 득세하고 자유주의와 자유시장을 폄하

사람들로 하여금 비이성적으로 과도한 위험을 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하도록 만든 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기본적으

이에 이 보고서는 이런 비판들을 유형별로 정리

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사람들이 지

하고 각 유형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가함으로써 그

불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간선호를 반영하는) 이자

런 자유주의 비판들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이런 금

율보다 더 낮은 인위적인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

융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주의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자유주의의 지혜

와 자유시장의 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따라야 하는

를 따라 거래가 가능한 사유 어업권을 창설했을 때

지 설명하고자 작성되었다.

부를 창출할 수 있었으나, 은행들이 만기불일치와
통화불일치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경제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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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했었는데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화제도

3자가 대신 지불하게 되자, (의료 공급이 면허제로

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간섭주의의 산물이며, 은행

통제된 상황에서) 의료에 대한 수요 증대 → 의료

의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

가격 상승 → 의료보험료 상승 → 무보험자 증대의

둘째,“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이 자유주의 혹

결과를 낳았다.

3. 평가

료보험 미가입자를 가진 미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등 흔히 자유시장 비판자들이 애용하는 사례들을

본원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를 오스트리아학파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자유시장원리에 따른 결과가

의 경기변동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구를 행

아니라 간섭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침묵은 동

은 자유시장을 추구한 결과인가?”아니다. 실업과

다섯째,“자유시장과 자유주의가 공동체적 유대

함으로써 이것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의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금융위

비정규직의 고통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변되는

를 약화시켰는가?”아니다. 시장의 분업을 통한 협

혹은 정부실패임을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

기 이후 자유시장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비판과 이

자유주의를 추구한 결과가 아니며 노조가 약해서

업의 발달로 자급자족적인 과거의 공동체가 해체

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위험추구와 관

를 기화로 한 큰 정부의 추구에 대항하여 침묵하지

도 아니다. 현재의 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은 동

된 것은 사실이나, 자급자족적 공동체로의 복귀는

련해서만 간략하게 다룬 반면, 노동시장과 실업,

않고 왜 다시 자유시장과 자유주의가 중요한지를

시다발적인 과오투자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만

생산의 급격한 저하를 의미하므로 인구의 급감 없

교육, 의료, 공동체적 유대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들어내는 인위적인 통화정책의 결과이다. 임금과

이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가족공동체, 계 등 각종

자유주의의 추구가 아니라 간섭주의에서 오는 것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 중 하나였다고

고용(해고)에 관련된 규제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이

상호부조 공동체 등의 유대가 약화된 것은 복지국

임을 분석하고 정치적 해결책의 근본적 문제점들

평가된다.

유연화될수록, 저임금에라도 취업하려는 비정규

가, 유모국가의 확대로 이 공동체 구성원 간에 상

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천만 명이 넘는 의

직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일할 기회를 얻기가 용이

호의존감, 책임감 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해진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구조조정의 필요성

여섯째,“여러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개

이 있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인들 사이의 자발적 협력이 아닌 정치적 해결책이

노조의 강성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

더 바람직한가?”아니다. 자유시장 비판자들은 시

요하다.

장을 통한 자원배분 대신“조정자본주의”
라는 정

셋째,“입시지옥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교육실패

치적 해결책, 세금을 재원으로 모으고 이의 배분을

가 자유주의, 자유교육을 추구했기 때문인가?”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복지국가식 자원배분을 선호

니다. 입시지옥은 교육 간섭의 일종인 평준화 정책

하지만, 이런 정치적 해결은 경제계산의 왜곡 문제

이 지닌 경쟁지연 효과에 따라 빚어졌다. 교육개혁

와 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 결함

은 공교육 강화가 아니라 교육바우처의 조속한 도

을 지니고 있다.

입을 통해 학부모 감동이 있는 자유교육을 지향해
야 한다.

여기에서 경제계산의 왜곡이란 특정 재화나 서
비스에 대해 정부 등 제3자가 세금 등을 재원으로

넷째,“무보험자 4천만 명 이상, 높은 의료비로

소비자 대신 지불하고 소비자들은 무료 혹은 저렴

대변되는 미국 의료서비스 체제는 자유시장원리를

한 가격만 지불하고 이용하게 하면, 이 재화나 서

의료시장에 적용해서 의료시장을 소위 수익성의

비스의 과다소비(여타부분에 대한 과소소비) 현상

장터로 만들었기 때문인가?”아니다. 이는 제3자

과 그 재화와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에 상응하여 공

지불문제가 미국의 민간보험 시장에 만연케 만든

급되는 질의 저하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

정부 간섭(임금통제정책→임금인상 대신 의료보

적 갈등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도 기여한 세금이

험제공→의료보험부문 세금감면→강제적으로 커

라는 공동재원을 자신의 선호에 맞게 사용하고자

진 의료보험 커버리지)이 빚어낸 현상이다. 미국에

하는 갈등인데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지 않았을 경

서 현재 의료비 1달러 가운데 약 75%는 환자 본인

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갈등을 말한다.

이 아닌 제3자(정부, 보험회사 등)가 지불하고 있
어, 미국의 의료체제는 공공의료체제에 가깝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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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연구과제│

루트비히 폰 미제스,『화폐와 신용의 이론』
(번역서)

못했던 것이다. 독일어 초판에 대해 케인스는“이

효용이론을 화폐 문제에 확대 적용하여 저술한 책

분야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쓴 글임에도

으로 현재 화폐 문제가 주로 총량적인 방법으로 다

불구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지만 특

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좋은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

별한 인상을 받지 못했다”
고 서평을 하였다. 케인

고 있다.

스는 나중에 자신의 독일어 실력이“미리 알고 있

이 책은 한계효용이론을 화폐 문제에 처음으로

는 사실이 아니면 독일어로 된 어떤 새로운 것도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빅셀의 자연이자율-시장이

이해할 수 없는”수준임을 고백했으나 이미 이 책

자율의 구분,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 등을 통합하

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살려내기에는 너무 늦었으

최근의 금융위기 발발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여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처음으로 설

며, 그의 이론이 득세한 후였다. 그래서 로빈스

처음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계효용이론을 처음으로 화폐문제에 적용한 자

명하고 있다. 또 회귀정리(Regression Theorem)

(Lobbins)가 주도하여 미제스 독일어 판본의 영역

유주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명저, Theory of Money and Credit을

를 제시한 책이기도 하다. (보통 화폐를 수요하는

본을 낸 시점에서도 그 파괴력은 그렇게 크지 못했

우리말로 완역한 것이다.

이유를 그 화폐가 구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었다.

김이석(초빙연구위원)

고 설명한 다음, 다시 화폐의 구매력이 어떻게 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스의 이 책은 꾸준히 발

정되는지에 대해 화폐에 대한 공급과 함께 화폐에

간되었으며, 현재에도 계속 발간되고 있을 만큼 그

대한 수요라는 요인을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그렇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최근 미국발

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 순환논리의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오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제스는 회귀정리를 통해 이

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그 기초가 되었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제스의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하는 사람들은 미제스의 이 책을 섭렵할 필요가

이 책은 1912년 독일어 초판, 1924년 독일어 재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너무 방대하고 영어로 되어

판이 출간되었으며, 하이에크로부터 LSE(London

최근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화폐적 경기변

있어 이를 읽고 소화하여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형

School of Economics,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동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경기침체 발생

편이어서 이 책의 번역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

배웠고 경제학방법론으로 저명한 Lionel Robbins

시 적절한 처방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금융안정성

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이 책을 참고함으로써 거

경이 주도해서 1934년 영역본이 영국에서 처음 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건전한 화

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앙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시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단순한 총량변수의 계수

간되었다. 1953년 미제스가 저술한 4부 화폐재건

폐”
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총수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 중

를 추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튼튼한 기초(방법론

(Monetary Reconstruction) 부분이 추가되어 확

요조절 정책의 도구로 인식되면서, 통화팽창정책

상당수는 미제스의 이 책처럼 방법론적 개인주의

적 개인주의)와 현실에서의 적합성을 추구할 수 있

장된 영역본으로 미국 예일대 출판부에서 발간되

이 경기부양을 위해 자주 동원되었고, 그 결과 건

에 입각하여 화폐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한

도록 하려는 것이 이 책을 번역하는 목적이다.

었다가, 1971년 Foundation for Economic

전한 화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약화된 것

선구적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Education에 의해 다시 인쇄되었으며, 1989년에

이 사실이다.

있다. 시장경제는“건전한 화폐”
를 기초로 극심한

는 Liberty Classics(Liberty Fund)에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기변동의 고통 없이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음에도

2. 번역대상 책에 대한 소개

Rothbard의 서문이 추가되어 다시 발간되었다.

3. 평가

현재 1971년 달러의 금 태환이 정지되면서 지금
까지 약 40년 동안 세계경제는 불태환 달러본위제

이 책이 처음 독일어로 출판되었을 때 그 내용의

도, 중앙은행제도 아래의 부분지급준비제도로 운

4부 23장과 부록 2편, 서론 5편 등(총 541p)으

파괴력에 비해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우선

영되고 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이 체제의 불

금융분야에서도 간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

로 되어 있는 이 책(Theory of Money and

케인스의 호의적이지 못한 서평이 이 책에 대한 관

안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 G20모임에서 보

에서 바람직한 화폐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자유시

Credit, Liberty Classic, 1981)은『인간행위의 경

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의 일반이

았듯이 환율전쟁을 막고자 하는 노력은 선언적 수

장주의에 입각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제학(Human Action)』
이란 대작으로 유명한 20

론이 득세하면서 이 책은 정밀한 연구대상이 되지

준의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 체제의 불안정성

이런 건전한 화폐에 대한 개념과 연구도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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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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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구들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국가 간 환

향후 국제교역에서“건전한 화폐”
혹은 건전한 화

율협상, 금융감독 강화, 토빈세나 자본통제와 같은

폐금융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부분

미봉책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될 수 있

지급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은 중앙은행의

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구현을 내세우는 본원이

최종 대부자 기능, 예금자보호제도 등으로 보완이

“건전한 화폐”
의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 위험성을 키우는 것인

한 책들 가운데 하나인 미제스의 이 책을 번역한

지, 다른 보완책은 있는 것인지 등은 경제학자들이

것은 그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다.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북한 급변사태 시 대응전략
│주│제│별│연구과제│

안보역량 강화와 북한 급변사태 대비

이춘근

북한은 현재 김정일의 건강상태 악화, 국내경제 파탄 상태, 국제사회의 압력 등

- 북한 급변사태 시 대응전략

의 요인으로 인해 체제의 내구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종식이
후계자 김정은에 의해 정상적으로 승계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으며 이는 북한 내
부사정이 정치적으로 급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
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관한
작업이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주
도하는 자유₩민주₩통일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전제로 삼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
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북한
이 급변사태에 이를 경우 한국은 정치₩외교₩군사

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안에 대해 논의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금기시되기조차

2. 연구내용

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불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우선 21세기 대북관 및 통일관을 세시한 후 한반
도 문제의 국제정치적 역학구도, 북한 내부 상황,

본 연구는 북한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

북한 급변사태 예상 시나리오(기존 연구, 북한의

여 통일로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급변사태 시 예상 가능한 군사적 측면), 중국변수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이 연구는“통일은

(군사개입 상황), 북한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기회”
라는 기본 개념을 반

하였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분

영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단과 통일의 국제정치적 조건, 미국과 북한의 급변

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태, 기타 주변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 및 대한민

와 시장경제체제하의 통일을 완성하는 데 있다. 이

국 통일 외교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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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훈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후 마지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한 주민들의 요구를 통일외교의 지렛대로 사용할

태라는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북한의 상

막으로 통일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 북한 내 민주

수도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므로 우

필요가 있다.

황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행운이다. 북

정권 창출 방안, 북한 재건을 위한 토대 구축방안

리에게는 외교적₩군사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

한 내부의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으로 제한된 시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가 북한 급변사태 시 한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능력에

간 내에 완벽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국의 대내적 및 대외적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

의해 북한 급변사태의 진행방향이 영향을 받을 것

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다.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우방으로 통일에 가장 우

본 연구의 특징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발할 경

한다. 먼저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과

호적인 국가이므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

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안전하

간의 빈틈없는 공조로 국제정치적 문제들을 풀어

통일까지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독 급변사

게 처리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대량살상무기와 테

나가야 한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러리스트 처리 전문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

가장 큰 방해세력이 될 것이다. 이것은“6₩25 전쟁

경우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치안유

은 정의로운 전쟁”
이라고 말한 시진핑의 6₩25 전

지를 위한 병력을 가동해야 한다. 치안유지를 위한

쟁에 대한 인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

병력은 인구 1천 명당 5~10명의 수준이 적당하므

만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 한반도 분단은 중국의

로 총 11만5천~23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중국에는 정의로운 전쟁

아울러 비상식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주민

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분단을 야기한 전쟁이었다.

1인당 1개월 식량규모는 14.8킬로그램으로 2천3백

중국에 대해서는 Two Track Strategies(네거티

만 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1달에 34만 톤의 쌀이

브₩포지티브 전략)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네거티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탈북자 수용시설을 확보해

브 전략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지 않

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3개월 내에 70만 명, 1

을 때 중국의 약점인 소수민족, 인권, 농민공(農民

개월 내에 20만 명의 북한 주민이 탈출할 것으로

工) 문제 등을 건드려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며, 포

예상된다. 이를 위해 몽골 등지에 탈북자 수용시설

지티브 전략은 통일이 가져다줄 공동번영을 제시

을 확보하고 국내 지자체별 인구규모에 따라 수용

하는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인원을 배분하여 빈 창고, 학교, 기숙사, 군막사와

에 기여할 것이며 모든 주변국들과 윈-윈 하게 될

공터를 이용하여 텐트를 설치하는 등 비상수용계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일본, 러시아는

획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영토적 야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일

여기에는 화폐통합, 일시적 국경통제, 인민재산 사

나간다면 한반도의 급변과 통일을 둘러싼 좀 더 완
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로 얻게 될 긍정적인 측면(예를 들어 천연가스 협
력)을 강하게 부각한다.

유화와 같은 장치들이 속한다. 예를 들어 화폐통합

서독의 통일외교는 우리 통일외교에 많은 것들

은 급변사태 직후 무작정 남한으로 이주하려는 주

을 시사하고 있다. 서독의 기본법 제116조는 우리

민에게 구매력을 갖춘 원화(남한)를 제공함으로써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해당한다. 헌법의 가치는

북한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대한민국 존재의 본질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이를

셋째, 북한 급변사태는 한반도 문제일 뿐 아니라

토대로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국제문제일

서독이 동독 주민들의 요구를 외교적으로 적절히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할

수용하여 불가능해 보였던 통일을 이룬 것처럼 북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급변사태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샘플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 샘플을 수정하고 보완해

첫째, 북한 안정화 대책을 즉각적으로 가동해야

둘째, 중장기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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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경제교육 사업
강사진 네트워크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

공공부문
사법연수생 시장경제교육
입법고시 합격자 시장경제교육
소방정책관리자(소방방재청) 시장경제교육
경찰간부 시장경제교육
신규임용 5급 사무관(행정안전부) 시장경제교육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School CEO 시장경제교육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대학생 시장경제교육: YLC(Young Leader’
s Club)
대학생 시장경제교육: EIC(Elite Intensive Course)

온라인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장경제교육
온라인 시장경제강좌
국방TV 방송제작 지원

강사진 파견 교육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학생 시장경제교육
소방간부 후보생 시장경제교육

한경연 포럼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대책
공정사회와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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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장경제교육 개관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본원은 방송작가, 경찰간부, 교사 등의 제한된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기존의 시장경

강사진 네트워크

제교육을 확장하여,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중앙부처의 공직자, 중₩고교 교장 및 교
감,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임직원,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와 공공부문
에까지 교육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수요 증대에 대응하였다.

공공부문

또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시장경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바른 시장경제의 이념과 철학이 반영된 시
장경제교육 교재 개발에 착수하여 기존 경제학 개론서와 차별화한『시장경제 원론』편찬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교육의 시스템 구축에 초석을 다졌다.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2010년 시장경제교육 추진체계>

온라인 및 방송매체
프로그램기획 지원 및
강사진 파견 교육
한경연 포럼

▣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

연 1회: 8월/ 2일차 합숙 워크숍

▣ 사법연수생 시장경제교육

연 1회: 7월/ 수습기간 2주간 교육

▣ 입법고시 합격자 시장경제교육

연 1회: 9월/1일차 전일교육

▣ 소방정책관리자(소방방재청) 시장경제교육

연 1회: 5월/ 2일차 전일교육

▣ 경찰간부(경정₩경감, 총경) 시장경제교육

연 5회: 4~6월, 9~10월/ 2일차 전일교육

▣ 공직자(각 행정부처 5급 사무관) 시장경제교육

연 6회: 5~6월, 9~10월/ 1일차 전일교육

▣ School CEO 시장경제교육

연 1회: 1월/ 3일차 전일교육

▣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연 1회: 1월/ 3일차 전일교육

▣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연 1회: 12월/ 2박 3일 합숙교육, 2일간 산업시찰

▣ YLC(Young Leader’s Club)

연 2회: 2월, 8월/ 3박 4일 합숙교육

▣ EIC(Elite Intensive Course)

연 2회: 3~6월, 9~12월/ 학기 중 4개월 코스

▣ 온라인 시장경제강좌

연중지속/홈페이지를 통한 시장경제교육 강좌 제공

▣ 국방TV 방송제작 지원

국방TV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주 4회씩 9개월 방송

▣ 고3학생 시장경제교육

연 13회: 11~12월/ 광주광역시, 전라도 지역

▣ 소방간부 후보생 시장경제교육

연 1회: 6월/ 1일차 전일교육

▣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대책
▣ 공정사회와 시장경제

연 2회: 9월, 11월

13개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지역별 시장경제강사협의회’
를 구성하여 전국
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원은 교육대상의 해당 기관에 자유시장경제의 이념과 철학을 전파하는 민간교육기관으로
이와 더불어 60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국군TV, 소방방재청, 행정부처 등 공공부문과 기업체에 교육프

등록하여 교육생 모집 및 안내 업무를 정부 및 공공기관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을

로그램 기획 지원 및 강사진 파견으로 자유시장경제 이념 확산의 전선을 효과적으로 넓히는 시스템을 구축

개선하고 비용효과적인 시장경제교육을 도모하였으며 더욱 효과적인 시장경제교육 추진을 위해 대학생 및

하였다.

방송작가 등의 교육과정에 그룹스터디, 토론 및 발표회 등의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교육에서 발생한

그중에서도 수능 이후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교육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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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개선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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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교육│사업│

<공공부문>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

사법연수생 시장경제교육

│시장경제│교육│사업│

<강사진 네트워크>

시장경제 이념 등에 대한 강사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교과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사법연수생들이 한국경제의 현황 및 기업의 역할, 현실

과정과 교수방법 등을 강구하여 시장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법 집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 개요

3. 주요 내용

1. 교육개요

하도록 함.
- 법 집행 및 운영에 있어 시장경제이론을 접목

교육기간: 8월 19일(목)~20일(금)

1박 2일 합숙 워크숍

- 시장경제교육 이념 및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장경제교육 교수법 개선방안

교육기간: 7월 2일(금)~15일(목)

수습기간 2주간 교육

교육장소: 제주 해비치 호텔

- 시장경제교육(교육과정 등) 개선방안

교육장소: 한국거래소 별관 3층

참 석 자: 강사진 30여 명(본원 및 유관기관

- 시장경제 교재 개발 및 활용방안

참 석 자: 제40기 사법연수생 총 39명

강사진, 대학교수 및 외부 강사진 등)

교육과제:『생활 속 경제』
(김영용 원장 저)를

시킴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 및 전문성 도모

3. 주요 내용

읽고 칼럼 제출, 수료일에 발표,
우수작 선정 및 시상

제1강. 시장경제와 경영

2. 교육 기대효과
1)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 비용효과적인 도매시장경제교육 추진방안, 교

2. 교육 기대효과

재 개발, 교과과정 및 교수방법 혁신방안 등을
강구함.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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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용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9,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나 아르헨티나를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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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

산 위험, 부동산 경기 추가 침체 및 디플레이션 가

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장경제

능성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보고, 반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

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 교육문제

양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글로벌 신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21세기 새로운 경쟁력: 창조적 디자인 경영
■ 이병욱

용경색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신흥국의 외환위기

심히 노력만 한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있

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를 전망해 봄으로써 현존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타

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즉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하

어 있는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강의에

개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로써 적어도 어처

서는 효율적인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의

구니없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정보의 활용과 게

제도 수준은 효율적인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임이론을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의 방법 등을 알아

를 서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나아가

본다.

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 박광량(홍익대)

의 꼴찌 동물원이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부활하는

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과정을 통해 창조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1) 중국경제 속 시장경제 이야기

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 강의는‘왜 시

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대

■ 박승록

장 가격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

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은

중국은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

가?’
등의 60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

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시점에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가?

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잠식되지 않기 위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세계

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강의는

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성장, 한₩중 경제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교류, 수출 및 기업 경쟁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한

4) 한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 변양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는 지적 자본이 주요

재화의 가격은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와

생산동력이 된다. 다시 말해 지식에 기반을 두고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의 가격 역시 노동시장

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시장경제로의 여행
2)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출구전략
■ 조성봉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일상

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결정된 가격에

속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며, 시장경제 메커

의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조절되는 연속적

경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개인, 가정, 기업 그

■ 안재욱(경희대)

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인 과정이 존재한다. 본 강의는 노동시장의 수급조

리고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왜 거품이 주택시장에서 발생하였는가? 주택시장

절을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

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

의 거품이 왜 그리 컸고, 그 거품의 붕괴가 그토록

라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개선책을 모색

요하다. 시장경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깊을 수밖에 없었는가? 본 강의는 금융위기의 근

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먹고사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본 강의는 우

본적인 원인과 전개과정을 위와 같은 질문을 시작

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소설 등의 콘

으로 명료하게 분석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돌

텐츠를 통해 경제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파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책을 분석해 보고, 현 정

2)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조경엽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업 및 가계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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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서울시립대)

제4강. 국제경제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폭

노동이 투입되어야 가치가 창출된다. 20세기 산업
화 시대에는 물적 자본이 생산동력을 이루었지만,

2) 세계경제 위기의 본질과 전망

역할이 왜곡된 방향으로 규제되고 강제된다면 부

■ 손정식(한양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은 노동이며,

곧 기업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

해 보고 있으며, 나아가 거시지표를 통해 한국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

1)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이다. 경제전쟁의 첨병은
■ 김상택(이화여대)

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

것이다. 행동전시 디자인을 통해 쇠락해 가던 시골

제2강. 시장경제와 한국경제

■ 김승욱(중앙대)

중요한 일을 마음 내키는 대로만 할 수 없으며, 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는 창조적 디자인에서 시작하는

1) 쉽게 배우는 경제학 플러스

4) 역사로 본 국가의 경쟁력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주요 이슈를 점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follower로서의 조직 운영
에 익숙해 왔다. 이제는 First Runner로서 조직을

제3강.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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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응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

제6강.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고 있다.

업가정신의 승리인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회자되
지만 정의가 쉽지 않은 기업가정신에 대해 살펴보

1) 글로벌 경제위기와 시장경제

도록 한다.

제5강. 법과 경제
■ 정갑영(연세대)

1)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불안정한 세계경제의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 주도
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누가 잠재적 경쟁자인지

■ 오수근(이화여대)

2) 부와 국가 그리고 기업
■ 박윤근((주)G&T, (주)DSE&C)

불분명하다. 또한 Life Cycle의 급속한 단축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이

시장의 질서는 규범에 의해 유지되며, 시장의 질서

신제품 투자의 경제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으며, 경

증가하고, 개인과 기업의 소득증가로 부강한 국가

를 형성하고자 하는 세력이 규범의 내용을 정한다.

제회복과 더블딥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본 강의

를 이루게 된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

자유경쟁시장을 유지하는 틀은 바로 계약자유의

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을 고찰해 보는 시

는 개인의 자유, 계약권 보호 등 비물질적 가치, 제

원칙,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으

간을 갖는다.

도 등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적 생산방

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와 법치주
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발전

식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국부를 창출한 역사적

2)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을 위한 기초는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과정들을 재조명해 보고,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주선

2) 시장경제와 법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정기화(전남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미약하다. 일자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면 왜 시장경

리 창출은 투자, 수출, 소비촉진을 통한 고도경제

제 내에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배분 방식, 예

성장의 회복과 동시에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의 채

를 들어 기업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산성 악화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다. 본

일찍부터 등장하였다면 인류의 빈곤문제는 쉽게

강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해결될 수 있었을텐데 왜 시장경제는 특정의 역사

을 살펴본다.

적 시기에 등장하는 것일까? 이에 답하려면 시장거
래는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가

제7강. 기업과 기업가

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본 강의에서는 시장
경제의 작동에 필요한 규칙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

1) 기업과 기업가 정신

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조동근(명지대)

2009년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소니, 파나
소닉 등 일본 주요 9개 업체의 같은 기간 영업 이익
합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본기업의 패
배는 기술력이 아닌 경영능력의 격차에 기인한 것
이라 볼 수 있으며, 장치산업의 특성을 꿰뚫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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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과 정부

│시장경제│교육│사업│

<공공부문>

입법고시 합격자 시장경제교육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다. 경영특강

21세기 새로운 경쟁력: 창조적 디자인 경영

■ 이주선

■ 이병욱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follower로서의 조직 운

일자리 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영에 익숙해 왔다. 이제는 First Runner로서 조직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미약하다. 일자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조직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합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시장경제교육을 통해 한국경제

리 창출은 투자, 수출, 소비촉진을 통한 고도경제

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는 창조적 디자인에서 시작

의 현황 및 기업의 역할, 현실 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할 수

성장의 회복과 동시에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의 채

하는 것이다. 행동전시 디자인을 통해 쇠락해 가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정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산성 악화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다. 본

시골의 꼴찌 동물원이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부

강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활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

을 살펴본다.

시한다.

1. 교육개요

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교육기간: 9월 15일(수) 10:30~16:00

1일차 전일교육

3. 주요 내용

교육장소: 본원 세미나실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가. 시장경제원리 이해

참 석 자: 2010년도 입법고시 합격자 18명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공직자의 역할

2. 교육 기대효과

■ 손정식(한양대)

사람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법령과 행정조치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한다. 그러나 항상 정부 의도대로 유인이 작동하는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것은 아니다. 법령을 만들 때, 항상 인센티브가 어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본

하도록 함.

강의를 통해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

-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

216

도 유인체계를 변경해서 국민행동의 변경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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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고 있다.

다. 시장과 정부

소방정책관리자(소방방재청) 시장경제교육

나. 국가의 경쟁력

‘시장’이기는‘정부’없다
- 규제환상이 규제실패를 초래

1) 21세기 새로운 경쟁력: 창조적 디자인 경영
■ 조동근(명지대)
■ 이병욱

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의 재능을 찾아내고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follower로서의 조직 운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시장은 가난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소방정책관리 직무 수행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발전에

영에 익숙해 왔다. 이제는 First Runner로서 조직

한 사람에게‘인생 역전’
의 희망 메시지를 주며, 이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시장경제원리를 조직혁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조직

를 인식하지 못할 때‘질시의 정치(politics of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는 창조적 디자인에서 시작

envy)’
가 작동되고 포퓰리즘을 초래하게 된다. 본

하는 것이다. 행동전시 디자인을 통해 쇠락해 가던

강의에서는 시장경제와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시골의 꼴찌 동물원이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부

를 도모함으로써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발상의

활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시한다.

라. 기업 & 기업가

2) 역사로 본 국가의 경쟁력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기업과 기업가

1. 교육개요

를 통해 조직 운영 및 직원교육에 활용

■ 김승욱(중앙대)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이다. 경제전쟁의 첨병은
교육기간: 5월 25일(화)~26일(수)

2일차 전일교육

3. 주요 내용

교육장소: 본원 세미나실
참 석 자: 전국 소방서장 승진자 20명

가. 시장경제 이해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2. 교육 기대효과

곧 기업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안고 있

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

다. 물질주의를 천박하게 여기는 인식이 곳곳에 산

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재되어 있으며, 분배 측면에서의 과잉적인 반응으

어 있는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강의에

로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서는 효율적인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의

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 정도를 설문조사해 본 결과

제도 수준은 효율적인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위험수위를 넘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를 서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나타났는데, 이는 현 사회를 방증하는 것이다. 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의는 시장경제의 진정한 의미를 풀이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

기업과 기업가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하며, 나아가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한국 미래를 전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망해 본다.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역할이 왜곡된 방향으로 규제되고 강제된다면 부

하도록 함.

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 강의는
‘왜 시장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경제동향 및 경제현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시장경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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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량(홍익대)

■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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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역할이 왜곡된 방향으로 규제되고 강제된다면 부
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 강의는「왜 시

경찰간부 시장경제교육

가. 시장경제의 이해

장 가격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
가?」등의 60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1)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 김영용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나. 시장과 세계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경찰의 법질서 확립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시키고 시장경제원리를 조직혁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9,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

1)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출구전략

나 아르헨티나를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
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

■ 안재욱(경희대)

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장

왜 거품이 주택시장에서 발생하였는가? 주택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보

의 거품이 왜 그리 컸고, 그 거품의 붕괴가 그토록

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 교

깊을 수밖에 없었는가? 본 강의는 금융위기의 근

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본적인 원인과 전개과정을 위와 같은 질문을 시작

있다.

으로 명료하게 분석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돌
파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책을 분석해 보고, 현 정

1. 교육개요

제3기: 경감 홍정민 외 56명

2)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경찰의 활동

제4기: 총경 강인철 외 21명
교육기간: 연 5회 실시

제5기: 경감 강교선 외 51명

제1기: 4월 22일(목)~23일(금) 09:20~17:00,
제2기: 6월 8일(화) 09:20~18:00, 1일차 전일교육

제4기: 9월 7일(화) 09:00~17:00, 1일차 전일교육
제5기: 10월 28일(목)~29일(금) 09:20~17:00,
2일차 전일교육
교육장소:

2. 교육 기대효과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한다. 그러나 항상 정부 의도대로 유인이 작동하는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폭

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본

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대

강의를 통해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

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은

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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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가?

3)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세
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 박광량(홍익대)

참 석 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

제1기: 경감 박종서 외 59명

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제2기: 경정(승후) 강윤경 외 74명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 윤창현(서울시립대)

것은 아니다. 법령을 만들 때, 항상 인센티브가 어

제1,3,4,5기: 한국거래소 별관 3층
제2기: 워커힐호텔 4층 아트홀

2) 세계 금융위기의 본질과 전망

도 유인체계를 변경해서 국민행동의 변경을 시도

제3기: 6월 24일(목)~25일(금) 09:20~17:00,
2일차 전일교육

고 있다.
■ 손정식(한양대)

사람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법령과 행정조치

2일차 전일교육

부의 대응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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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시장경제 vs 한국의 시장경제
■ 박승록

지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해결될 수 있었을텐데 왜 시장경제는 특정의 역사

기업과 기업가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향을 제

적 시기에 등장하는 것일까? 이에 답하려면 시장

하며, 나아가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한국 미래를 전

시한다.

거래는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망해 본다.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본 강의에서는 시

중국은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
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시점에

3)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 현진권(아주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성장, 한₩중 경제

시장경제는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닌, 인간행동의

교류, 수출 및 기업 경쟁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한

결과이다. 자발적인 가격으로부터 이루어진 가격

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은 거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기업의 역할
마. 경제발전사
■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역사로 본 국가의 경쟁력

1)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 이주선

해가 필요한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시장경제와 정

선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으며, 아울러 국민

제시한다.

곧 기업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

의 생활 편익시설이 증대하여 복지수준이 향상되

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

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려면 연평균

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5~6%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이

어 있는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강의에

필수적이다. 본 강의는 한국기업의 시대적 변화와

서는 효율적인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의

위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 도약을 위한 과제

제도 수준은 효율적인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를 제시하고 있다.

라. 시장과 법

1)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 오수근(이화여대)

성장의 회복과 동시에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의 채

시장의 질서는 규범에 의해 유지되며, 시장의 질서

산성 악화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다. 본

를 형성하고자 하는 세력이 규범의 내용을 정한다.

강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자유경쟁시장을 유지하는 틀은 바로 계약자유의

을 살펴본다.

원칙,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와 법치

2)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 김종석(홍익대)

2) 시장경제와 법

사회후생손실을 가져온다. 본 강의는 규제개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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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바. 기업 & 기업가

1)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기업과 기업가

■ 정기화(전남대)

아. 시장경제 이슈

1) 시장경제와 부동산
■ 김경환(서강대)

우리나라 국민은 토지와 주택을 시장에 맡겨두어

주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발
전을 위한 기초는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잘못된 규제는 사회비용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제 인프라 확충은 비용절감 등 기업투자 여건을 개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이다. 경제전쟁의 첨병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미약하다. 일자
리 창출은 투자, 수출, 소비촉진을 통한 고도경제

■ 김승욱(중앙대)

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고, 정부의 역할을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2009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였다. 경

협동할 수 있게 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

다. 시장과 정부

사. 시장과 기업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잠식되지 않기 위
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강의는

장경제의 작동에 필요한 규칙이 무엇이며, 그것이

■ 김영용

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급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안고 있

속히 상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다. 물질주의를 천박하게 여기는 인식이 곳곳에 산

의 기본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일

재되어 있으며, 분배 측면에서의 과잉적인 반응으

까? 집값, 땅값이 오르는 이유가 주로 투기에 의한

로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것일까? 본 강의는 경제지표를 통해 부동산에 대

째, 자유경쟁₩공정경쟁의 보장, 둘째, 규제의 순편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면 왜 시장경

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 정도를 설문조사해 본 결과

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

익 극대화, 셋째, 규제의 유효성 확보, 넷째, 규제

제 내에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배분 방식, 예

위험수위를 넘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한다.

의 투명성 확보, 다섯째, 국제적 보편성 확보, 마지

를 들어 기업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나타났는데, 이는 현 사회를 방증하는 것이다. 본

막으로 민간 자율 및 자기책임이다. 이상 여섯 가

일찍부터 등장하였다면 인류의 빈곤문제는 쉽게

강의는 시장경제의 진정한 의미를 풀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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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없는 범죄

자. 교양특강

■ 훌륭한 리더가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규제하는「성매매 처벌법」

- 손길승 명예회장(SK텔레콤)

신규임용 5급 사무관(행정안전부) 시장경제교육

│시장경제│교육│사업│

■ 복거일(경제평론가)

<공공부문>

은 매우 엄격하다. 성매매의 당사자들은 큰 위험을
지게 되므로 기피하게 되며, 시민들의 반응 역시

■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지식의 메커니즘

법률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그러나

- 이재규 전 총장(대구대)

매춘부들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아무
런 대책도 없이 생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성매매

■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 나의 성공전략

본원의 시장경제교육은 교육 파급효과가 큰 오피니언 리더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를 막으려는 법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그른 가정들

- 박윤근 대표((주)G&T, (주)DSE&C)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군 신규임용 5급 사무관(행정안전부)을 대상으
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

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피해자가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행위들을 범죄로 만들 수 있다. 사회에서 가

■ 21세기 새로운 경쟁력: 창조적 디자인 경영

장 비참한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며,

- 이병욱

을 지원하고자 함.

역사는 성매매를 줄이려는 시도가 성공한 적이 없
음을 인식해야 한다. 본 강의는 성매매라는 사회적
문제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재조명해 봄으로써 이
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교육개요

제6기: 강신복 외 17명

교육기간: 1일차 전일교육, 연 6회 시행

제1기: 5월 14일(금)

2. 교육 기대효과

제2기: 5월 28일(금)
제3기: 6월 18일(금)

- 본 교육은 공직가치부문 민간위탁교육기관으

제4기: 9월 10일(금)

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전

제5기: 9월 13일(월)

부처의 공직자 대상 시장경제교육이 가능

제6기: 10월 22일(금)
교육장소: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3층,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참 석 자:

- 한국경제의 현황,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 등 현
실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
해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반기업정서 해소에
기여

제1기: 곽철준 외 38명

- 시장경제 마인드와 사고로 보다 효율적이고

제2기: 권영애 외 33명

합리적인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

제3기: 경성숙 외 24명

고자 함.

제4기: 최우성 외 28명
제5기: 강근호 외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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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본

2)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잠식되지 않기 위

강의를 통해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

가. 시장경제의 이해

1) 시장경제로의 여행

하는 시간을 갖는다.

4)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시점에

■ 조경엽

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강의는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업₩가계의 부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성장, 한₩중 경제

리스크, 부동산 경기 추가 침체 및 디플레이션 가

교류, 수출 및 기업 경쟁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한

능성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조성봉

■ 박광량(홍익대)

경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개인, 가정, 기업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

양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글로벌 신

그리고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

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용경색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신흥국의 외환위기

록 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주요 이슈를 점검

중요하다. 시장경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

역할이 왜곡된 방향으로 규제되고 강제된다면 부

해 보고 있으며, 나아가 거시지표를 통해 한국경제

왜 거품이 주택시장에서 발생하였는가? 주택시장

간이 먹고사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본 강

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 강의는‘왜 시장

를 전망해 봄으로써 현존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타

의 거품이 왜 그리 컸고, 그 거품의 붕괴가 그토록

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소설

가격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가?’

개책을 제시하고 있다.

깊을 수밖에 없었는가? 본 강의는 금융위기의 근

등의 콘텐츠를 통해 경제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

등의 60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원리

고 있다.

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

2)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출구전략
■ 안재욱(경희대)

본적인 원인과 전개과정을 위와 같은 질문을 시작

다. 경제발전사

으로 명료하게 분석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돌
파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책을 분석해 보고, 현 정

2)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나. 시장경제와 한국경제

역사로 본 국가의 경쟁력

부의 대응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
고 있다.

■ 손정식(한양대)

1)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이다. 경제전쟁의 첨병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은 노동이며,
노동이 투입되어야 가치가 창출된다. 20세기 산업

■ 김승욱(중앙대)

■ 김영용

3) 세계 금융위기의 본질과 전망

곧 기업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
■ 윤창현(서울시립대)

화 시대에는 물적 자본이 생산동력을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는 지적 자본이 주요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폭

생산동력이 된다. 다시 말해 지식에 기반을 두고

9,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

어 있는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강의에

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대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일상

나 아르헨티나를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

서는 효율적인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의

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은

속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며, 시장경제 메커

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

제도 수준은 효율적인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

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장

를 서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나아가

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가?

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보

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세

3)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공직자의 역할

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 손정식(한양대)

사람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법령과 행정조치

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 교

라. 시장과 세계화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있다.

1) 중국경제 속 시장경제 이야기

마. 시장과 정부

도 유인체계를 변경해서 국민행동의 변경을 시도
한다. 그러나 항상 정부 의도대로 유인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을 만들 때, 항상 인센티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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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선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의가 쉽지 않은 기업가정신을 살펴보도록 한다.

School CEO(교장₩교감) 시장경제교육

일자리 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미약하다. 일자

│시장경제│교육│사업│

신의 승리인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회자되지만 정

사. 시장경제 이슈

리 창출은 투자, 수출, 소비촉진을 통한 고도경제
성장의 회복과 동시에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의 채

부동산 정책과 시장원리

산성 악화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다. 본
강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 최승노(자유기업원)

을 살펴본다.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기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의 한 그룹을 이루는 교장₩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현실경제에 대

집값이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나라든 수요

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장경제 및 기업, 기업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

₩공급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수요가 늘어

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바. 기업 & 기업인 이해

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

1)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기업과 기업가

진다. 본 강의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경제원리를 이
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의 나아가야

■ 김영용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안고 있
다. 물질주의를 천박하게 여기는 인식이 곳곳에 산

아. 경영특강

재되어 있으며, 분배 측면에서의 과잉적인 반응으
로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21세기 새로운 경쟁력: 창조적 디자인 경영

1. 교육 개요

3. 주요 내용

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 정도를 설문조사해 본 결과
위험수위를 넘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 이병욱

나타났는데, 이는 현 사회를 방증하는 것이다. 본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follower로서의 조직 운

강의는 시장경제의 진정한 의미를 풀이함으로써

영에 익숙해 왔다. 이제는 First Runner로서 조직

교육장소: 한국거래소 별관 3층

기업과 기업가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조직

참 석 자: 교장 강선옥 외 35명

하며, 나아가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한국 미래를 전

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는 창조적 디자인에서 시작

■ 김영용

망해 본다.

하는 것이다. 행동전시 디자인을 통해 쇠락해 가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시골의 꼴찌 동물원이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부

2) 기업과 기업가정신

시한다.

닉 등 일본 주요 9개 업체의 같은 기간 영업 이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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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기대효과

1)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9,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자. 교양특강

가. 시장경제의 이해

3일차 전일교육

활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

■ 조동근(명지대)

2009년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소니, 파나소

교육기간: 1월 19일(화)~21일(목) 9:00∼17:00,

나 아르헨티나를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
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

-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장

- 시장경제교육을 토대로 직무에서의 전문성 향

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보

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본기업의 패배는

■ 한국경제의 과제와 희망

상 및 학교 운영에 있어 시장경제 지식을 활용

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 교

기술력이 아닌 경영능력의 격차에 기인한 것이라

- 기업경영의 이해와 기능을 중심으로

할 수 있게 함.

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볼 수 있으며, 장치산업의 특성을 꿰뚫은 기업가정

- 권오용 부사장(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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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오해와 진실

석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발

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말한다. 강의를 통해 대공

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황과 무역장벽 붕괴 등으로 설명되는 1차 세계화,

■ 박광량(홍익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

WTO 무역체제가 이루어진 2차 세계화 등 지속적

다. 한국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1)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는 시간을 갖는다.

장 가격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

■ 손정식(한양대)

왜 경제교육은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인가? 21세
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가치창출은 무엇이며, 21

역할이 왜곡된 방향으로 규제되고 강제된다면 부
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 강의는‘왜 시

창의성을 기르는 경제교육

으로 변화하는 세계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

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마. 수료특강

■ 허찬국(충남대)

2) 세계경제 위기의 본질과 전망

세계경제는 불안의 씨를 키우며 지속적으로 팽창

세기형 인재는 무엇인가? 경제 학습은 국부를 위
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강의는 국부의 원

■ 윤창현(서울시립대)

가?’등의 60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해 왔다. 2003년부터 2007년 중 세계경제는 신흥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개도국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전례 없이 견조한 성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폭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장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세계경제

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대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을

는 누적 불균형의 여파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은

도모하고 있다.

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

경제의 동향을 환경변수들을 통해 알아보고, 국내

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가?

CEO 특강:「 왜‘富’인가」

및 세계 거시경제를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세

박윤근 대표 ((주)G&T,(주)DSE&C)

나. 기업 & 기업인

1)‘시장’이기는‘정부’없다
■ 조동근(명지대)

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의 재능을 찾아내고

천이 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2) 한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시장은 가난
한 사람에게‘인생 역전’
의 희망 메시지를 주며, 이

■ 변양규

를 인식하지 못할 때‘질시의 정치(politics of

재화의 가격은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와

envy)’
가 작동되고 포퓰리즘을 초래하게 된다. 본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의 가격 역시 노동시장

강의에서는 시장경제와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결정된 가격에

를 도모함으로써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발상의

의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조절되는 연속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인 과정이 존재한다. 본 강의는 노동시장의 수급조
절을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

2) 경제성장에서 한국기업의 공과

라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개선책을 모색
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인권

이윤창출은 기업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영

라. 국제경제

속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기업은 소득과 일
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의

1) 세계시장통합과 한국경제

유지에 기여하며,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한다. 본 강의는 거시지표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현황 및 국민경제적 비중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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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근

세계화는 상품 및 자본, 노동시장이 밀접하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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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시장경제│교육│사업│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경제의 동향을 환경변수들을 통해 알아보고, 국내
및 세계 거시경제를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 이주선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다. 경제발전사

일자리 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미약하다. 일자

1) 세계경제 위기의 본질과 전망

리 창출은 투자, 수출, 소비촉진을 통한 고도경제
성장의 회복과 동시에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의 채

■ 윤창현(서울시립대)

미래 경제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고교 사회과 교사

산성 악화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다. 본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폭

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기업과 기업인, 국제경제 등 현실적인 경

강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대

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기여코자 함.

을 살펴본다.

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

나. 한국경제

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가?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세

1) 한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 변양규

재화의 가격은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와

1. 교육개요

3. 주요 내용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의 가격 역시 노동시장
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결정된 가격에

교육기간: 동계: 1월 12일(화)∼14일(목)

가. 자유시장경제 이해

09:00∼17:00, 3일차 전일교육
교육장소: 한국거래소 별관 3층

1) 시장경제와 한국경제

참 석 자: 강민경(정왕중학교) 교사 외 39명
■ 김영용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20세기 경제학은 균형이라는 세계관하에 소득균

인 과정이 존재한다. 본 강의는 노동시장의 수급조

형, 분배균형, 지역균형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고하

절을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

는 마르크스적 평등사회 이념과 상통한다. 21세기

라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개선책을 모색

에 발생하는 불균형은 불가피하지만 발전의 자연

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스러운 현상이며, 모두 발전하는 동반성장이 자본
주의 경제의 본질인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경제발

2)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허찬국(충남대)

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

세계경제는 불안의 씨를 키우며 지속적으로 팽창

-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

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장

해 왔다. 2003년부터 2007년 중 세계경제는 신흥

- 사회과 교사들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보

개도국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전례 없이 견조한 성

- 상기의 목표를 토대로 실제 교실 수업에서 활

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 교

장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세계경제

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는 누적 불균형의 여파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있다.

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바른 경제상식을 갖출 수 있음.

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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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원리를 살펴보고, 세계의 경험을 통해 발전친
화적인 제도개혁의 길을 제시한다.

9,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의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조절되는 연속적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2. 교육 기대효과

2) 한국경제 발전현황과 미래

라. 국제경제

1) 중국과 한국의 시장경제 비교
■ 박승록

중국은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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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발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잠식되지 않기 위

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강의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성장, 한₩중 경제

│시장경제│교육│사업│

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시점에

2) 21세기 새로운 경쟁력: 창조적 디자인 경영

교류, 수출 및 기업 경쟁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한
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이병욱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follower로서의 조직 운

2) 세계시장의 통합과 한국경제

영에 익숙해 왔다. 이제는 First Runner로서 조직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조직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하나로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이 큰 방송작가(TV, 라디오,

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는 창조적 디자인에서 시작

신문 등)에게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에 비춰지는 왜곡된 경제관과 기

세계시장의 통합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국제무역체

하는 것이다. 행동전시 디자인을 통해 쇠락해 가던

업관을 바로잡고자 함.

제의 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 1995년 WTO가 출범

시골의 꼴찌 동물원이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부

하였으며, 2001년 DDA가 개시되었다. 본 강의를

활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

통해 국제통상 관련 규범체계 및 통상협상의 특징

시한다.

■ 정인교(인하대)

을 살펴보고, 세기적 경제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
약의 기회로 삼는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마. 기업 & 기업가

바. 수료특강

창의성을 기르는 경제 교육

1. 교육개요
1) 경제성장에서 한국기업의 공과

왜 경제교육은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인가? 21세
■ 이인권

2. 교육 기대효과

■ 손정식(한양대)

교육기간: 12월 1일(수)~3일(금)

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가치창출은 무엇이며, 21

2박 3일 합숙교육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이윤창출은 기업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영

세기형 인재는 무엇인가? 경제 학습은 국부를 위

교육장소: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3층(1일차 오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속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기업은 소득과 일

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강의는 국부의 원

전교육), 포항공대 포스코 국제관 중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의

천이 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회의실(2일차 전일교육)

하도록 함.

유지에 기여하며,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과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산업시찰: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한다. 본 강의는 거시지표를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을

한국OSG 주식회사(대구) → STX메탈(대구)

통하여 기업집단의 현황 및 국민경제적 비중을 분

도모하고 있다.

→ 포스코 역사관(포항) → 포항제철소(포항)

-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왜곡된 기업 및 기업
인상 방영에 대한 시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

→ 현대자동차(울산) → 현대중공업(울산)
참 석 자: 현재 활동 중인 방송작가 24명

경제₩시사 부문에 관심이 많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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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강의는 시장경제의 진정한 의미를 풀이함으로써

대학생 시장경제교육: YLC(Young Leader’
s Club)

기업과 기업가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시장경제│교육│사업│

가. 시장과 사회

나타났는데, 이는 현 사회를 방증하는 것이다. 본

하며, 나아가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한국 미래를 전

제3의 길은 있는가?
■ 배진영(인제대)

망해 본다.

다. 시장경제 이해

부족한 자원을 나누어 가지고 분업을 위한 역할 배
분과 동기 부여 그리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대학사회에 만연한 반시장, 반기업정서에 대한 올바른 인

위를 조정하기 위한 제반 규칙들을 경제질서라 말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과는 경제질서에 달

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며,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토록 함.

■ 손정식(한양대)

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질서가 잘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은 노동이며,

갖추어져 있는가? 본 강의는 경제질서의 현주소와

노동이 투입되어야 가치가 창출된다. 20세기 산업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화 시대에는 물적 자본이 생산동력을 이루었지만,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는 지적 자본이 주요

나. 기업 & 기업가

생산동력이 된다. 다시 말해 지식에 기반을 두고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일상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기업과 기업가

속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며, 시장경제 메커
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1. 교육개요

네트워킹을 통해 비교육 대상에게 전파

■ 김영용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안고 있

명사 특강:「종교와 시장경제」

다. 물질주의를 천박하게 여기는 인식이 곳곳에 산

손병두 이사장(KBS)

교육기간: (제16기) 2월22일(월)~25일(목)

(제17기) 8월25일(수)~28일(토)

3. 주요 내용

방학기간 중 3박 4일 합숙교육

재되어 있으며, 분배 측면에서의 과잉적인 반응으
로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기업인 특강:「한국 철강산업의 과제와 미래」

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 정도를 설문조사해 본 결과

김준한 소장(포스코경영연구소)

참 석 자: 전국 대학생 2~4학년 16기: 70명,

가. 제16기

17기: 109명(총 179명)

시장경제 작동 메커니즘 바로 알기

위험수위를 넘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 너의 꿈을 대한민국에 두지 마라

2. 교육 기대효과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하도록 함.

- 시장경제와 시장경제원리

기업 & 기업가의 역할과 책임 바로 알기
- 기업과 기업인의 본질과 역할
- 기업인의 기업경영 이야기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글로벌 리
더의 자질

-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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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사고방식 기르기

기업&기업가의 역할과 책임 바로 알기
-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가정신

- 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보기(워크숍)

- 기업인의 기업경영 이야기

대학생 시장경제교육: EIC(Elite Intensive Course)

│시장경제│교육│사업│

- 세계시장 통합과 한국경제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 한국경제의 과제와 희망

Young Leader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
- 리더십 강화를 위한 팀워크 활동(워크숍)

시장경제 이슈특강
- 시장경제원리: 경쟁

시장경제 관련 주제 발표(수료식)

- G20이란?

- 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보기 연구과제
발표(워크숍)
: 조별 세부주제 선정 → 중간발표 및 조별 토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대학사회에 만연한 반시장, 반기업정서에 대한 올바른 인

Young Leader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

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함
양한 진취적인 대학생으로 성장시킴.

- 리더십 강화를 위한 팀워크 활동(워크숍)

론 → 최종발표

시장경제 관련 주제 발표(수료식)
나. 제17기

- 생활 속 경제 연구과제 발표(워크숍)
: 조별 세부주제 선정 → 중간발표 및 조별 토

시장경제 작동 메커니즘 바로 알기

론 → 최종발표

- 시장경제로의 여행
- 역사로 본 국가경쟁력
- 시장경제 발전사

1. 교육개요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함.

교육기간:

(제14기) 4월 2일(금)~6월 18일(금)

3. 주요 내용

(제15기) 9월 10일(금)~12월 3일(금)
참 석 자: 서울₩경기권대 1~3학년 재학생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
- 시장경제, 기업가정신 관련한 분야 최고 권위
교수 강의

2. 교육 기대효과
기업인 특강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현직 기업인의 특강
- 리더십, 자기계발 등 교훈적 강의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하도록 함.
- 선별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작동원리

워크숍(1박 2일)
- 제14기 EIC 커리큘럼 주제 발표
- 조별 토론 및 발표

와 경제현안, 기업경영 활동 및 국제정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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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과제
- 개인: 강의 후기 6회 이상 작성(홈페이지 게재)

창조적 디자인 경영
- 이병욱

여 발표

가. 제14기

온라인 시장경제강좌

│시장경제│교육│사업│

- 팀별: 제14기 EIC 커리큘럼의 각 주제를 선정하

<온라인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장경제교육>

나. 제15기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가 정신
- 기업과 기업가의 존재 이유와 기업가 정신의

입학특강: 글로벌 리더십

실체

- 나는 오늘도 도전한다
- 황 수 사장(GE Korea)

본원의 시장경제교육 및 강연 내용을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시장경제 기본원리

인이 자유롭게 시장경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손정식(한양대)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 박광량(홍익대)

G20이란?
- 윤창현(서울시립대)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출구전략
- 안재욱(경희대)

셀프리더십 특강
- 신상훈 대표(커리어맵)

한국경제성장의 주역: 기업과 기업가
- 김영용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기업의 역할
-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기업의 역할
-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시장경제 발전사
- 김승욱(중앙대)

역사로 본 국가경쟁력
- 김승욱(중앙대)

기업인 특강
- 이금룡 회장(코글로 닷컴)

1. 교육개요

한국의 노동과 고용
- 남성일(서강대)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한국의 노동과 고용
- 남성일(서강대)

교육기간: 홈페이지 지속 제공

하도록 함.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글로벌 리더의 자질
- 이금룡 대표(코글로 닷컴)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워크숍
- 시장경제 관련 조별토론

2. 교육 기대효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워크숍
- 시장경제 관련 조별토론 및 모의 비즈니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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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강좌 리스트
주 제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자유주의 시장경제

한국경제

기업&기업인

세계경제

시장경제 이슈

강사 및 소속

국방TV 방송제작 지원

│시장경제│교육│사업│

카테고리

<온라인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장경제교육>

김영용

시장경제로의 여행

조성봉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조동근(명지대)

한국경제의 미래와 기업의 역할

이주선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변양규

2010년 한국경제전망

허찬국(충남대)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기업과 기업가

김영용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기업의 역할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성장에서 한국기업의 공과

이인권

기업인 특강: 한국경제의 과제와 희망

권오용(SK텔레콤)

중국의 시장경제와 한국의 시장경제

박승록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출구전략

안재욱(경희대)

세계시장통합과 한국경제

송원근

피해자 없는 범죄

복거일(경제평론가)

세계경제의 흐름과 본질 그리고 전망

윤창현(서울시립대)

세계경제전쟁,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송병락(서울대)

본원은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국방TV 방송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현실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 군 제대 후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
게 함.

※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 예정

1. 국방TV 운영(안)

방송시간: 50분(주 4회 방영)
주요 출연자:

육해공 전군 사병(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효

유수미(경제전문 MC), 이재경(머니투데이방송

율적인 교육틀로 국군 TV용 방송 프로그램을

증권팀장), 연예병사, 경제전문가 등

제작
기본 경제개념 및 상식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
되도록 오락성을 갖추어 군장병 맞춤으로 시

2. 교육 기대효과

장경제교육 실시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군 내‘선택적 시청

- 군내에서도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

프로그램’
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경제교육

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차원에서 매주 방송분의 핵심부분을 발췌₩재

군복무 제대 이후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

편집하여‘의무 시청 정훈 프로그램’
으로 편성

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국군장병으로 하여금 차세대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경제의 주역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

2. 개요

도록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프로그램명: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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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강사진 파견 교육>
(회차별 순)

경제생활백서

경제나침반

경제수다방

1

자산효과

아이폰

2

차이메리카

온라인쇼핑몰 피해

3

승자의 저주

아르바이트피해

4

에너지 목표관리제

원룸 구하기

재무설계와 자산관리<국민은행연구소 이기송 박사>

5

마빈스

막걸리 열풍

다보스포럼과 오바마 금융규제법<경원대 강병욱 교수>

6

스마트오피스

지름신퇴치

승자의 저주와 한화종금<경원대 강병욱 교수>

7

클라우드 컴퓨팅

하이브리드 카

펀 경영<경운대 윤복만 교수>

8

사회적기업

이력서 잘 쓰기

유머와 리더십<경운대 윤복만 교수>

9

피그스

코픽스

10

리엔지니어링

스마트지갑

11

그레이 임포트

취급수수료 비밀

12

가젤기업

다단계의함정

그리스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경원대 강병욱 교수>

13

차상위계층

안드로이드폰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14

오팔족

체크카드

유럽발 경제위기와 국제통화기금<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15

공정무역상품

팟캐스트

가격결정<본원 김영용 원장>

16

도네티즌

휴면카드

횡재로 보는 경제적 입장<본원 김영용 원장>

17

프로그램매매

고유가대처법

18

아이언 플레이션

저금리 예금상품

19

스팩

근로장려세제

20

스토리슈머

피싱

21

갈라파고스 규제

아이폰

국가부채란 무엇인가?<경기대 엄길청 교수>

22

프런티어마켓

트위터

2010년 상반기 경제성과<경기대 엄길청 교수>

23

주택구입

능력지수

24

체리피킹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반기 경제전망<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

25

블랙 다이아몬드

월드컵과 소비심리

세계시장이란 무엇인가<본원 송원근 박사>

26

스티그마 효과

공정무역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학생 시장경제교육

│시장경제│교육│사업│

회차

미국, 중국의 전략 및 경제대화<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2010년 새해 경제 전망<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투자를 알아야 부자가 된다<국민은행연구소 이기송 박사>

미래 경제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과 시장경제원리 등
현실적인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기여

위기를 기회로 만든 창업주<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농촌도 창업의 대상이다<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도요타 리콜 사태<경원대 강병욱 교수>

1. 추진방안
수학능력시험 후 고3학생의 수업 공백 기간을

3. 교육 운영(안)
주제: 한국경제의 성장과 시장경제원리

시장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본원 조성봉 박사>

이용하여 추진하고 2010년 광주광역시, 전라도지

교육일정: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본원 조성봉 박사>

역에서 시범실시 후 2011년부터는 지역별 시장경

- 김영용 원장(본원): 광주여자고등학교

제강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 정기화 교수(전남대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

금융시장이란 무엇인가?<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실장>
한국금융시장의 발전<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실장>

할 예정임.

여자상업고등학교
- 김상호 교수(호남대학교): 설월여자고등학교,

2. 교육 기대효과

2010년 상반기 경제동향<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

세계경제통합과 한국경제<본원 송원근 박사>

학교, 광덕고등학교, 호남삼육고등학교, 광주

문성고등학교, 운남고등학교, 전남여자상업고
등학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 청소년기에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함양

- 구재운 교수(전남대학교): 광주대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친시장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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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경제 전망

│시장경제│교육│사업│

<강사진 파견 교육>

소방간부 후보생 시장경제교육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라. 경영특강

21세기 새로운 경쟁력: 창조적 디자인 경영

■ 조경엽

■ 이병욱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업 및 가계의 파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follower로서의 조직 운

산 위험, 부동산 경기 추가 침체 및 디플레이션 가

영에 익숙해 왔다. 이제는 First Runner로서 조직

능성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조직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소방업무 수행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

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는 창조적 디자인에서 시작

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시장경제원리를 조직혁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양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글로벌 신

하는 것이다. 행동전시 디자인을 통해 쇠락해 가던

제공하고자 함.

용경색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신흥국의 외환위기

시골의 꼴찌 동물원이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부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주요 이슈를 점

활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

검해 보고 있으며, 나아가 거시지표를 통해 한국경

시한다.

제를 전망해 봄으로써 현존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 시장과 정부

1. 교육개요
교육기간: 6월 10일(목), 1일차 전일교육

3. 주요 내용
가. 시장경제 이해

■ 김승욱(중앙대)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이다. 경제전쟁의 첨병은

교육장소: 천안 중앙소방학교
참 석 자: 소방간부 후보생 유지영 외 38명

역사로 본 국가의 경쟁력

중국경제 속 시장경제 이야기

곧 기업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
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

■ 박승록

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중국은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

어 있는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강의에

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시점에

서는 효율적인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의

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잠식되지 않기 위

제도 수준은 효율적인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강의는

를 서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나아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성장, 한₩중 경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도록 함.

교류, 수출 및 기업 경쟁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한

2. 교육 기대효과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소방간

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 후보생을 대상으로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시장경제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업무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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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교육│사업│

<한경연 포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업(2₩3차 협력업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대책

등 상생협력사업, 납품대금 및 공정거래 관련 제도

가 있다고 하였다.

의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중소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대₩중소기
업 간 납품단가 및 거래조건 결정 등에 따른 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모색함.

1. 개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방안」
조병선(숭실대)

일 시: 9월 14일(화), 09:30~12:00
장 소: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2F)
참석자: 본원 연구위원 및 일반 참가자

3. 주요 내용
본 포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2. 발표내용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
화와 생산성 제고에 힘을 모아야 장기적으로 성공

-「국내 대₩중소기업 간 협력 실태와 과제」
이종욱(서울여대)
-「국내 납품단가 조정에 따른 제 문제」
주 현(산업연구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유형과 개선방향 」
김승일(중소기업연구원)
-「대₩중소기업 간 거래 구조와 정책: 한₩미₩일
비교」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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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종욱 교수는
납품거래 이슈에서 소외된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단계별 납품단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거
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
으며,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수·위탁기업 간 거
래에 있어서 개방적인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병선 교수는 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의 가치창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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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교육│사업│

<한경연 포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평중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공정사회와 시장경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을 들어 공정성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결의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본질적 문제
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활동 제약 등 또 다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정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 재산
권 보호와 시장경제의 역할 등을 재조명함.

1. 개요
일

시: 11월 4일(목), 14:00~17:30

장

소: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2F)

참석자: 본원 연구위원 및 일반 참가자

3. 주요 내용
본 포럼에서는 공정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재산권 보호와 시장
경제의 역할 재조명 등의 시간을 가졌다. 공정사회
의 실현은 실천이 중요하며,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서 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유종일

2. 발표내용

교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한 법치주
의 확립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선 목표로 삼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친서민 우대

-「시장경제와 공정한 사회」

와 복지 제공의 약속이 폭주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

김영복(세종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제 문제」

혔다. 정규재 소장은 최근 정부가 공정의 이름으로
내놓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 공정한 제도로서 볼 것

정규재(한국경제신문)

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장하였으며, 상생경영 이름하의 기존 중소기업 보

윤평중(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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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다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한 차별을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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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담회 및 대외세미나
2010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요인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중국의 내수시장 활용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역할의 재조명

│좌담회│및│대외세미나│

2010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요인

대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임금상승이 예견된

■ 신민영

다는 점이다. 투자도 기업 수익성이 반영되면서 빠

2010년 성장률을 약 4%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수입증가세

데 세계경제가 좋아져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

가 빨라지면서 흑자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

고 이것이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이다. 소비자물가

소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는 전년과 유사한 2.7%로 예상된다. 원유 등 국제

환율하락이 완충작용을 할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수요측면에서 디
플레이션 갭이 여전해 이것이 물가 하락요인이 될

■ 유병규

것이다. 원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올 평균 원/달러

본원은 2010년 1월 12일 본원 세미나실에서 국내 주요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초

기업투자 여건 개선이 미흡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환율은 지난해 1,280원보다 절상된 1,100원 정도

청하여 2010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전년도의 마이너스 9%를 회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

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국인 자

이날 좌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본원의 계간지『창&론』
에 게재되었다.

으로 본다. 소비의 경우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지난

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은 15~16

해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을

만 명 정도 증가에 그칠 것이다.

감안할 때 큰 폭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
상수지의 경우,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보다 높

1. 개최 배경

을 전망이어서 흑자폭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

전 세계적으로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이 예상된다.

소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

이로 인해 국가별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

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2%대 증가세에서 올

길 수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사들여

해에는 3%대 초반으로 올라갈 것이다.

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크게 대두되지 않은 정부의 재정 및 부채문제가 위

참석자:
■장 민

협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개

신민영(LG경제연구원)

최근 소비 등 민간부문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성장

도국의 부채수준은 크게 낮아 적자가 나더라도 큰

던 한국경제가 2010년에는 5%대의 빠른 회복세를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률이 4%대 중반을 넘어서는 데는 상당한 제약요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

임경묵(한국개발연구원)

들이 있다. 우선 고용이 쉽게 개선되기 힘들고, 여

제 재침체, 출구전략, 국제유가 상승, 보호무역주

장 민(한국금융연구원)(가나다순)

기에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문이 가지고 있는

의 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사 회: 허찬국

부채문제까지 겹치면서 소비의 빠른 개선이 어려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0%대의 성장에 그쳤

[2010년 위험요인]
■ 박형수

상황이다. 이에 본원은 국내 주요 연구소의 전문가

워 보인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부진했던 기

들을 초청해 2010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요인

저효과를 감안할 때 빠른 회복도 가능하지만 투자

글로벌 재정적자로 국채물량은 쏟아지는데 수요는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아 과거 경기확장기의

부족해 국채소화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글

평균 수준인 10%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다. 경상수

로벌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

지는 다른 연구소 전망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리나라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않는다. 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환율이 하락

하다고 보이지만 정부가 아닌 공공부문에 숨겨져

하면서 한국은행의 목표수준인 3%대에서 안정될

있는 채무가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좌

3. 주요 내용

담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

2. 좌담회 개요

■ 임경묵

2010년 성장률은 5.5%, 경상수지는 162억 달러,
일

시: 2010년 1월 12일(화) 10:00~11:30

장 소: 본원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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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2.7%로 전망된다. 민간부문 회복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의 회복 배경은

것으로 보인다.
■ 유병규

미시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적지 않다. 금융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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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특히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

■장

민

부동산문제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이라고 본다.

부동산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DTI, LTV로 부동산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금리

다. 동구권, 유럽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여전히 국

가 낮은 상황에서 DTI LTV만 가지고서 부동산가

가채무, 금융부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격을 잡는 것은 어렵다. 특히 신도시개발, 4대강

다. 또한 미국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자금이 어떤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풀린 약 40조 원의 돈은 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도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국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으로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높은 수준에 있는 가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좌담회│및│대외세미나│

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미국 상업용

계부채와 맞물려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원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

■ 임경묵

가계부채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문제다. 지

성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의 현황 파악과 정상

■ 신민영

난해 신보와 기보의 보증확대 그리고 은행의 만기

환율이 현 상태를 유지해 주면 물론 우리 기업들은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간 자금이 많았는데 이

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원하는 것과는 달리 엔화는

것이 올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변수다. 또한 감독

약세로 가고 원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당국이 금융규제를 어떻게 할지도 중요한 이슈가

이다.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금융시

될 수 있다.

장 안정이 확고해지면 엔화 약세는 더 빨라질 수도

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1. 개최 배경

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용, 임금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 정상화에 대하여 깊이 있게 토론하였다.

2009년은 어느 해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
한 관심이 뜨거웠던 해였다. 비정규직보호법에 관
한 논의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

2. 세미나 개요

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논의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대한 관심의

일시: 1월 21일(목) 14:00~18:00

배경은 무엇보다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뜨거웠던 관심에 비해 노
동시장 개혁의 성과는 미진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Session 1. 주제발표]
좌장: 허찬국

고용사정 역시 전반적인 경제사정 개선에 비해 크
게 부진한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우
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이에 본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인

제1주제:「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발표: 변양규

고용창출을 중심으로「고용₩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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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발표: 박승록

제3주제:「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발표: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제4주제:「정상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모색」
발표: 조준모(성균관대)
[Session 2.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배진한(충남대, 한국노동경제학회)

(2) 제2주제:「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박승록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황기돈(한국고용정보원)

3. 주요 내용
(1) 제1주제:「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
창출에 대한 시사점」변양규

송병준·이상희·황기돈

조준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집단적 노사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충남대 배진한 교수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이 세계 최고라

관계의 위기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

이끈 토론에서는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뿐만 아니

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 이러한 고임금 구조는

하였다. 발표를 통해 조준모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

라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에 대

노동집약도의 하락을 통해 점차 노동수요를 감소

의 경우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은 시장지배력, 노동

한 일반적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선 토론에

시키고 궁극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더욱 심화시

조합 및 고용보호규제의 중층적 보호를 받는 반면

나선 송병준 원장은 기존 산업의 구조적 고용 감소

키는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것이

약자는 배제되는 이중구조가 뚜렷하여 강자의 노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

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금의 유연화와 같은 근본

사관계 고비용이 약자에게 전가되는 메커니즘이라

력을 개발하는 등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고용사정

적인 해결책만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

고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 대기업₩정규직 노동조

악화를 방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합에 치우친 협상력의 불균형, 노동조합에 대한 사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청년

이라고 강조했다.

용자의 과도한 비용 지불,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의

및 중₩고령인력의 신규 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

교섭비용 등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기능을 회

했다. 이상희 교수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유연

복하고 노동시장 및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조준모 교수의 주장에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진원지인 대기업₩유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노

노조₩정규직 부문의 유연화가 최우선 정책대상이

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최적 운용에 매진하

남재량 실장은 발표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에 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의

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인적자본과 인적특성 및 일

제일 중요한 요소가 노사 간 교섭력 균등원칙의 확

고 제안했다. 한편 황기돈 선임연구위원은 노조의

자리 특성, 사업체 특성 및 능력, 인내심, 성실성

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유니온숍 폐지, 파

교섭력 우위라는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예외적 현

등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까

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 파업조합 운영의 민주성

상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 고려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실질적

제고를 위한 절차적 규제강화, 노동조합의 재정운

노사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철

인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임금격차

영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히 관철시키는 것이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보

(3) 제3주제:「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남재량

전운배(노동부)
조동훈(한림대)

도적 모색」조준모

(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토론:

송병준(산업연구원)

(4) 제4주제:「정상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

중 차별에 의한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장했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변양규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취업

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자 증가폭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위축시켜

으며,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하는 기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간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했다. 따라서 차별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형태

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단기적 경기부

의 비정규직보호법 정책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양책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

고 강조했다.

려우며 상용단시간근로 모델의 개발, 다양한 고용
계약제도 보급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
이 고용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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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수시장 활용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제2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外合作經營企業), 외상독자기업(外資企業)」
과 외국

사회: 한광수(인천대)

인투자주식유한회사(外商投資股分有限公司), 투자

토론:

성회사(投資性公司) 등이 있고, 투자를 진행하는

김주영(수출입은행)

데 있어서는 사전준비와 함께 (1) 투자 사전준비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2) 투자의향서(項目意向書) 작성 및 체결 (3) 투자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제안서(項目建議書) 혹은 외자기업 설립보고서 작

최용원(법무법인 세종)

성 및 비준 (4)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可行性硏究
報告) 작성 및 비준 (5) 투자계약서 및 정관 작성과
비준 (6) 투자허가 (7)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등기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기영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중국의 투자환경변화
와 공정경쟁, 중국에서의 기업의 창업, 구조변화와 철수, 중국에서의 기업소득세

3. 주요 내용

순으로 진행된다.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

와 이전거래, 중국에서의 노사관리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법에 대해 살펴봄.

(1) 제1장:「중국 진출 창업을 위해」양효령

하여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
련 법제를 확립함으로써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다

1. 개최 배경

[제1부. 주제발표]
사회: 한광수(인천대)

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 투자를 꾀하고 있다. 그러

적으로 유치하고 동시에 대외개방으로 인한 국내

나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의 빈번한 변경은 외국인

영향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제11차 5개년 개

투자기업의 사업운영 또는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발계획’
기간(2005~2010년) 동안 외자유치 정책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에 있어 현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외자기업에 대해 국제

행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비책과 함께

기준에 적합한‘내국민 대우원칙’
을 지속적으로 시

향후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행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에 부합하는
‘양적

는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성장 투자유치’
의 전략에서‘질적 성장 투자유치’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이후
경제성장과 발전에 크게 성공함으로써 과거 외국

제1주제: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와 공정경쟁

전략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

인투자를 위해 부여하였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여

발표: 박승록

고 있다.

행을 선진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중국에 진
출하는 기업이 중국에서의 창업, 기업활동, 구조조
정, 노사관계, 공정경쟁 등에서 특별히 주의할 필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조에 변화가 발

행을 위해 관련 법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

생할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심사비준기관의

에는 외국인투자법이 통일된 단행법으로 제정되어

비준을 받은 사항과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한 사

있지 않고 다량의 개별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

항의 변경에 따라 반드시 변경등록절차를 거쳐야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의 이원화 구조로 형

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주제: 중국에서의 기업소득세와 이전거래

성되어 있고,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중국 국내기업

원 신사비준기관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계약서 및

발표: 한상국(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과 시장경제체제 간의 외국자본의 양궤제(Dual-

정관의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 또는 권익의

Track System)의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대외저당 및 양도, 삼자기업의 경영위탁), 투자총

제2주제: 중국에서의 기업의 창업, 구조변화와
철수
발표: 양효령(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요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2. 세미나 개요

제4주제: 중국에서의 노사관리
발표: 이평복(코트라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

일시: 1월 28일 (목) 14: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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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장:「기업구조변화」양효령

또한,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원활한 시

내외국인 기업 간 차별을 없애고, 각종 제도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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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대 이후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과

센터)

중국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외상직접투자

액과 등록자본의 변경, 외국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

(外商直接投資)」
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

가 기업에 출자한 지분액의 변경, 외국인투자기업

기업의 형태에는「삼자기업(三資企業: 중외합자경

의 변경설립을 통해 기업 내부구조에 변화가 발생

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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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

는 청약인수,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산권시장, 중

키기 위한 개혁조치로, 내외자기업에 평등한 경쟁

적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증치세제를 개혁하

자본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총액과 등록

개기관 또는 기업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 인수 →

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내국민대우를 실현하고, 업

였다. 현행 증치세제는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자본의 증자는 투자외자유치 정책에 부합하므로

(5)인수₩합병 승인신청 → (6)변경등록 → (7)인수

종별₩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해서 외국인직접투

장려하고 있는 반면에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감

금액 지급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인수₩합병과 관련

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채권자 이익과 직접

한 절차는 인수기업에서 진행되며, 피인수기업은

「기업소득세법」제6장「특별납세조정」
에서 이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지역 및 모든 업

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하고

설립 당시 비준기관에 해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비

가격,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정, 과소자본세제, 기

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있는 실정이다.

준을 받는 등의 해산철차를 시행하게 된다.

타 합의에 의한 과세소득 감소행위 및 특별납세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

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

중국 법률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또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중국기업

정으로 인한 가산세 규정 등을 두어서 납세자가 세

공제를 해줌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수입설비에

는 그 투자자가 기업에 출자한 지분액에 변화가 발

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국가경제안전’
을 해치거

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

대한 면세정책 및 국산설비투자에 대한 증치세 환

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업투자자 사이의 지분

나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시장이 거대하거나 또

히 기업이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없는 기타 영업을

급정책이 폐지된 것도 유의해야 한다.

양도, 등록자본의 조정을 통한 지분 변경, 질권을

는 시장경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하여 과세대상수입₩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세무기

한편 소규모납세자의 징수율을 개정해서 공업기

설정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기업의 합병 또는

요한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반독점심사’
를 시행하

관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

업과 상업기업 모두 3%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징수

분할 등을 통한 지분의 취득 및 기업투자자가 계약

고 있다.

고 있어서, 조세회피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하였다.

서₩정관에 규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투

중국정부가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중국 세무기관은 납

중국의 수출환급제도는 영(零)의 세율에서 출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자본시장의 개방

세자의 부당한 세수 감소 시도에 대한 조사가 강

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의 변화과정을 거쳐서 실

또한, 삼자기업₩국유기업₩집단소유제기업₩주식

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인수

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질적으로는 과세하면서 동시에 일정률을 환급하는

유한회사는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로의 변경설

₩합병 관련 법률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

시점이다.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재정수입 조

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업경영 구조

부와 지방정부 또는 각 지방정부가 제정한 법률 간

새로운 조세우대정책에서는 연구개발을 장려하

절을 목적으로「증치세잠행조례」제2조의 위임규

에 변화가 발생한다.

에 상호 모순되는 규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

정을 근거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환급

국무원 및 각 행정 부서들이 공포한 법규, 부문규

어서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역에 관

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환급 시에는 최신의 환

장 및 일부 내부문건이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없이 15%의 특혜세율을 적용하지만, 대신 하이

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법률 및 법령에

테크 기업의 요건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의 시행과 더불어 증치세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낮고, 에너지를 많이 사

전용계산서 수수에 관한 기본규정으로「증치세전

용하며, 환경오염이 심한 제조기업은 세법 개정으

용계산서 사용규정」
을 제정하여 1994년 1월 1일부

로 인해 경제특구 또는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

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증치세전용

산업개발구에 위치하더라도 조세우대혜택을 받을

계산서 사용규정」
과「세수정수관리법」
에 규정된

자자를 바꾸거나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3) 제3장:「역내기업 인수합병」양효령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인수₩합병(M&A) 시장
이 확대되면서 외국투자자에 의한 중국기업의 인
수₩합병을 통해 외국자본의 중국 진입 및 기업의

(4) 제4장:「기업소득세」한상국

구조조정에 중요한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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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중국의 증치세는 생산형 증치세

중국에서 외국투자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인

중국정부는 1980년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조세우대정책상의 이러한

관련 벌금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비교적 무거운 법

수₩합병 방식에는 인수₩합병의 대상기업을 기준으

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소득세제를 도입해서 시

변화에 유의하면서,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적 책임을 지우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로 한 분류방법과 주식 및 자산인수₩합병 방식으로

행한 이래, 정치 및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라고 판단된다.

분류할 수 있다.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한 세목이지만, 재화와 일부의 용역을 과세대상

(5) 제5장:「증치세」한상국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은 기업

기업 관련 세제를 개혁하였다. 최근에는 외자기업

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

과 내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통일한 기업소득세법

로 (1)인수₩합병의 전략 수립 및 대상기업선정 →

을 제정해서 새로운 기업소득세제를 2008년 1월 1

중국정부는 1979년 하반기에 일부 지역에서 소

(2)목표기업실사 및 평가 → (3)인수₩합병 당사자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 국내기업의 경영

수 품목에 대해서 증치세를 부과한 이래, 정치 및

간의 협의체결 → (4)상장회사의 경우: 합의인수 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민경제의 체질을 향상시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증치세(增値稅)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
으로 하고 대부분의 용역에 대하여 영업세(營業稅)
를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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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장:「이전가격세제」한상국

평상시에 특수관계거래와 관련된 가격과 비용의
결정기준, 계산방법과 그 설명 등에 대한 자료 그

방안」이평복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주로 EU 경쟁법의 영향을 많
이 받았다. EU의 판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포함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현상이

리고 특수관계거래 조사와 관련 있는 피조사기업

경제특구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1980년

의 비교 가능한 상품가격, 가격결정 방식 및 이윤

노동계약법은 기업의 고용관리에 많은 법적 제

하여 EU 경쟁법은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에 많은

에 도입된 외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소득세

수준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

약을 가하고 있다. 노동계약기간이 장기화되고 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비록 어떤 규정

제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深玔(Shen

다가 조사 시에는 분명한 논리로 잘 설명해야 할

동코스트가 상승하고 인사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반독

Zhen) 경제특구의 인민정부는 1987년 11월에 중국

것이다.

제한되는 가운데 노동분쟁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점법은 중국의 경쟁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분명한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중국에 진출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의 이전가격법제 중에서 처음 제정된 법규인「深玔
特區의 외상투자기업과 관련기업 간 교역업무의

(7) 제7장:「노동법률환경의 변화와 영향」
이평복

세무관리에 대한 잠정 辦法」
을 반포해서 1988년 1
월 1일부터 시행했다.

우리 기업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우리 기업들에 대해 당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아직까지도“염가노동

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력”
시대의 인치(人治)형 노무관리에 익숙해 있다.

이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현상이

2008년부터 노동계약법, 노동중재법 등 일련의

앞으로 새로운 법률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반

경제특구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전

친(親)노동법률 시행에 따라, 중국의 노동시장과

법치(法治)형의 보다 고도화된 관리체제로의 전환

도체, 핸드폰, LCD 모니터, 건설기계 등은 많은 심

국을 과세범위로 하는 이전가격 과세법제를 1991

법률환경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발

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의 충실한 제정과 운용, 노

결례에서 보듯이 타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중국 내

년에 관련 법령에 명문화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비

전을 중시하던 노동법제도는 기업에 비해 약자의

동계약을 비롯해 각종 계약문서의 완비 등은 제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 반독점법의 적

하였다. 특히 1998년 이후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과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로 방향을 전

화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합

세제도 관련 법제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환했다.

고용의 경직화가 예상되는 노동환경하에서, 우

자회사 설립 역시 중국 내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

중국의 노동법률 제도가 노동자에 유리하게 바

리 기업에 시급하고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임금체

칠 경우 그 대상이 될 우려도 있다. 당장은 중국 내

2008년부터 시행된「기업소득세법」
은 제6장

뀜에 따라 제반 노동코스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계의 개혁과 성과주의 인사관리체제의 도입이다.

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국내 기업이 존재하

「특별납세조정」
에서 기존의 이전가격 규정을 그대

노동자의 권리의식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중국의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억제하는 가장

지 않아서 중국 내에서 경쟁을 배제, 제한할 기업

로 인용하되 일부내용을 보강해서 이전가격 관련

노동환경은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의“염가노동력”

효율적인 수단은 고도의 유연성을 지닌 임금제도

은 없어 보인다.

탈세방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엄격한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를 구축하는 것이며, 아울러 업적평가와 임금의 연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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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장:「친(新)노동환경하 인사노무관리

하지만 중국의 반독점법은 중국의 세계적 경제

세수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전가격사전합

노동계약법, 노동중재법의 시행으로 노동분쟁은

의제도 관련 규정도 법제화하였다. 2009년 1월에

봇물 터지듯 늘어나고,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노동

이 밖에, 장기고용에 대비한“직위임기제도”
의

불어 세계 3대 경쟁법으로서 향후 세계 경쟁법의

는 국가세무총국에서「특별납세조정실시판법(시

쟁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중

도입, 고용모델의 다각화, 노동코스트 절감체제 구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기업 역

행)」
을 제정해서「기업소득세법」
과 동법 실시세칙

국 노동법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평소의 인사

축도 노동계약법시대에 순응하기 위한 효율적 대

시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성공한 많은 기업들이 출

에 명시된「특별납세조정」
부분의 세부집행사항인

노무관리업무를 현지 직원에게 맡겨 놓고 방심하는

응방안으로 열거할 수 있다.

현하면서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

이전가격, APA제도, 이전가격문서자료, 원가분담

사례가 많은 관계로 노동쟁의의 집중 타깃이 되고

약정, 국외피지배회사, 과소자본 및 일반조세회피

있다.

동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합, 합자회사의 설립 등에서 중국 반독점법의 적용

(9) 제9장:「공정경쟁」박승록

방지규정을 근거로 한 특별세무조정사항의 세무실

우리 기업에 발생한 노동쟁의 중 가장 발생빈도

무 지도규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가 큰 항목은 잔업비 지급건이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반독점법은 지난 13년간 고민의 산물로

특히 이전가격자료제출의무를 대폭 강화하였음에

빈발하는 것은 위법해고에 따른 경제배상금, 경제

탄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나 가이

유의해야 한다.

보상금, 계약 미체결건이다.

드라인을 아직 완비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불완

대상이 될 기회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반독점법의 내용을 정확히

중국 이전가격세제는 신고조정형 제도이고, 또

전하고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기업은

있다. 앞으로 반독점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위상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쟁법, EU 경쟁법과 더

파악하고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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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0장:「기업폐업 및 철수」양효령

해 파산신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실체적 요건과 형
식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파산신
청에 대한 심리결과를 재정(裁定)의 형식으로 수리

해 및 회사정리절차로 나뉘어서 규율하고 있으며,

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인

개인 이외의 모든 법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적용

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를 재정한 때부터 파산절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파산전문가들

차가 개시된다.

로 구성된 관리인제도와 기업파산의 역외효력을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는 파산에 의한

인정하는 한편 파산기업 경영자의 불법파산에 대

청산이든 파산에 의하지 아니한 청산이든 장기간

한 불법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파산기업의 담보권

의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이고 관련된 세무

IFEZ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대상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우선변제를 실시하여 채권자 권익보호를 우선적으

또는 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도개선 주체 및 관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제발표

로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사회주의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및 토론

시장경제질서를 유지₩보호하고 파산절차의 투명성

절차상에 있어 주무기관으로부터 각종 심리, 감독

과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고 있다.

을 받게 되므로 관련 법률의 규정과 절차를 구체적

중국은 파산신청에 대해 심리수리제도를 채택하

으로 확인한 후 시행해야 한다. 채무자의 관계인이

고 있어 채권자, 채무자 및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기업파산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주소를

파산신청을 한 이후 파산절차가 당연히 개시되는

이탈하는 경우 당해 관계인을 구금 또는 벌금에 처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을 접수받은 법원이 법정기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충분

간 안에 파산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

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을 심리하게 된다. 만약, 인민법원이 심사를 통

1. 개최 배경
IFEZ 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좌담회│및│대외세미나│

중국 현행「기업파산법(企業破産法)」
은 파산, 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

3. 주요 내용
- IFEZ 조세제도 개선과제

과 포럼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입법까지 연계될 수

- IFEZ 내 외국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있는 기틀 마련

- IFEZ 금융산업 발전방안
- 종합토론: IFEZ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

2. 세미나 개요
일

시: 7월 19일(월) 13: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공동주최: 한국경제연구원₩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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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및│대외세미나│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토론: 김주찬(광운대), 박정수(이회여대),

이창원(한성대)
[Session 2. 국토개발 및 대북정책]

[Session 4. 종합 토론]
사회: 이승훈(서울대)

주제:「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종합」

사회: 김종석(홍익대)

발표: 조성봉

제1주제:「세종시 및 4대강 살리기」

토론: 김인규(한림대), 정갑영(연세대),

발표: 이선화₩강성원

현진권(아주대)

본원은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15개

제2주제:「부동산」

부문을 선정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업정책 등 9개

발표: 정의철(건국대)

3. 주요 내용

제3주제:「대북정책」

[Session 1. 공공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친서민 정책 등 6개 분야
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발표: 김영수(서강대)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토론: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유호열(고려대),

이수욱(국토연구원)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규제개혁
을 국정의 최고 아젠다로 만들어 추진동력을 확보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1. 개최 배경

공동주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규제학회

본원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이명박 정부

[Session 1. 공공정책]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

사회: 최병선(서울대)

최하였다. 이는 2010년 원내외 연구진이 추진하였
던 같은 제목의 종합연구를 주요 주제별로 발표하

제1주제:「규제개혁」

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

발표: 이주선

한 것이다. 본 세미나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
두고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제2주제:「재정정책」

주요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발표: 조경엽

[Session 3. 경제정책]

대통령의 리더십에만 의존한 결과 임기 후반 국정

사회: 함정호(인천대)

목표가‘공정사회’
‘친서민’
,
등으로 변화하면서 규제
개혁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규

제1주제:「기업정책」

제개혁 분야의 선진화 과제로서 무엇보다도‘자유

발표: 이병기

시장, 민간 주도, 작은 정부’
라는 이명박 정부의 임
기 초 국정아젠다를 다시 회복할 것을 제시하였으

제2주제:「노동정책」

며 선제적이고 광폭적이며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

발표: 변양규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일원화

제3주제:「위기극복」
발표: 안순권

할 정책방향에 대한 귀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제3주제:「공기업 선진화」
발표: 조성봉

2.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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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2월 16일(목) 9:30~17:50

장

소: 은행회관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발표: 김현석(국가경영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전
성 및 감세정책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금융성 기금,

제4주제:「친서민 정책」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 부채, 중앙은행의 준

발표: 박승록

재정활동 등을 정부의 채무로 간주할 때 사실상 정

제4주제:「정부개혁」
일

하며 규제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부부채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
토론: 박영범(한성대), 백웅기(상명대),

안재욱(경희대)

다. 또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세수입
감소와 함께 복지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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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용적 목적’
에 치중한 나머지 개별과제 중심의 단기

정의철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

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정책이

균형재정 달성목표가 쉽지 않다고 평가하였고 이

적 목표를 통해 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만

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산형성 촉진과 주거복

강력히 추진되고 있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

명박 정부 초기의 감세정책 기조가 글로벌 금융위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이를 위한 시

지를 정책이념으로 하여 규제완화와 수요중심적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

기 여파와‘부자 감세’논리에 밀리면서 서민생활

스템적 개혁이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김현석

주택공급을 추진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을 폐지하고 사전적 금산분리 규제를 사후적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퇴

원장은 정부개혁 정책을 위한 선진화 과제로서 개

그러나 아직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유지

인 규제로 전환하며 중소기업정책을 시장 친화적

색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

혁방향, 추진전략, 세부과제와 그 우선순위 등을

되고 있어 민간 주택건설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점

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정책부문의

편 재정건전성과 감세정책을 위한 선진화 과제로

포함한 정부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제시하

도 지적하였다. 정교수는 앞으로 이 부문에서 정부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

였으며 정부기능이 자율성 위주로 재편되어야 할

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포함하여 자산형성 촉진

변양규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나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작

것을 주문하였다.

주거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재

대해 발표하면서 금융위기 시 단기적 위기대응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시장

통하여 일자리 지키기 효과를 발휘한 것을 긍정적

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

으로 평가하였다. 또한‘법과 원칙’
을 통해 노사관

하고 주택자금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거래를

계 선진화에 추진상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기조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재정지출구조를 시장 친화적

[Session 2. 국토개발 및 대북정책]

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증가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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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억제하며‘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의 조세원칙에

이선화 부연구위원과 강성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활성화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변양규 연구

부합하도록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표양성화를 도

정부의 세종시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고 취₩등록세를 통합하는 등 과세체계를 바꾸어 세

위원은 노동정책부문의 선진화 과제로서 노동시장

입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발표하였다. 이선화 부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세종시 정책이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영수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계로의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

선진화 정책이 촛불시위의 여파로 본래 계획에서

정략적₩정치적 이해에 안주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의 원

시하였다. 또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크게 위축되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공기업이 대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는 점

칙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지켜왔다는 점을 긍정

허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 노사

부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

에서 그 성패를 떠나 진전성과 책임성이 인정된다

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3대 권력세습에 적절히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법과 원칙’
으로 공기업

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만

대비하지 못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북한

안순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극복 대

노조에 대응하여 단체협약을 개정한 점을 긍정적

이 아닌 비수도권 전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

의 무력도발에 대해 초기의 응징기회를 놓쳐 무능

책에 대한 발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신속

으로 평가하였다. 이 부문의 선진화 과제로 조성봉

혀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집행상의 문제가 있

한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하였다. 김교수는 대북정

하고 과감한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적극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 로

음도 지적하였다. 이선화 부연구위원은 행정비효

책의 성과를 기대하고 안보의 근간과 대북정책의

적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

드맵을 마련하여 작은 정부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율 및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문제, 통일 이후 행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심리정보활

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하

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기

정기능 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

동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여 늑장대응을 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과제로서

업 운영을 자율화하되 철저하게 시장규율을 통한

원안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하

할 것이며 통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통할 수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였다. 한편 강성원 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 정책

있는‘통이(通異)’
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

하였고 환율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석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 정책에

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해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국세행정선진화, 정부

보다 근본적인 수자원관리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위원회 정비, U정부 구현, 공공부문 성과 개선, 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수자원관리 및

실 있는 감사,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지방행

수질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류에서 발

정체제 개편,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특별지방행정

생하는 국지적인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연계사업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

손상되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잉복지 및 선

기관 정비,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

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하는 등

심성 예산낭비 그리고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인센

등의 9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직접연계사업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

대기업규제를 줄였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

티브 왜곡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였다. 박승록 선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은 일 잘하는 정부라는‘실

하다고 주장하였다.

업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선

임연구위원은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자원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효과가 양호한 친서민

[Session 3. 경제정책]

정책이 상당수 있었으나 또 다른 상당수 정책의 경
우 그 정책효과가 의문시되었고 시장경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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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정책, 친서민 정책 등을 미흡하다고 평

시적인 이벤트성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단기적

가하였다.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원정책의 경우 일몰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친서민 정책’
과‘공정사회’
라는 이슈를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역할의 재조명
│좌담회│및│대외세미나│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일

포퓰리즘적이며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Session 4. 종합토론]

있음을 지적하고‘작은 정부, 큰 시장’
이라는 임기
초의 국정 아젠다를 회복하여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토론 세션에서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은 이명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실용주의적 방침이 제도와

박 정부의 정책부문 중 기업정책, 노동정책, 위기

체계적인 시스템 개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정

극복 정책, 규제개혁 정책,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

책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 주도로 비상조치들이 도입되면서 경제 전반에 정부

책, 4대강살리기 정책, 외교₩통상 정책, 대북정책

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소통의 중요성을 제

의 역할이 비대해졌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친서민 정책, 재정

기하였다.

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규모 및 역할,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논란
이 커지고 있다. 본 세미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지속성장을

건전성 및 감세정책, 공기업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1. 개최 배경

2. 세미나 개요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위기 시 정부 주도로 도입

일

시: 3월 26일(금) 13:30~18:00

한 비상조치들과 이에 대한 출구전략의 선택, 많은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녹색산업의

공동주최: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학회

육성,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문제 등의 논의 과
정에서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에 관련된 다양한 여
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 현안의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 정책의 한

[Session 1.]
사회: 김인기(중앙대)

계와 폐해에 대한 견해차와 함께 정부재정의 건전
성 손상에 우려에 기인한다. 이에 본원은 한국경제

제1주제:「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역할의

발표: 백웅기(상명대)

재조명’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안에

토론: 안재욱(경희대)

대한 평가와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정
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주제:「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
발표: 옥동석(인천대)
토론: 조동근(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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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재정정책 효과의 국제비교」

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발전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경

축을 통한 경제안정화인데,「고도성장과정에서 누

발표: 김필헌

이 정말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

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위기에 취약

적된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고 안정기조를

토론: 문외솔(삼성경제연구소)

기가 어렵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 원인과 발전과정

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기업

정착」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금융발전 때문이 아

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재정운용에 대한 사

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잘못

물시장이나 외환시장의 회복 속도에 비해 고용시

회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치 이슈화하는 경향이

된 정책이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장의 회복이 느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구조가 노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절차가

있다.

동절약적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주화의 확대로 경제적 자

미국의 경기는 2001년 12월 Enron 파산보호신

만, 위기로 인한 기업부실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

율성이 강조되어 경제 전반에 대한 기획관리 기능

청 이후 사실상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지만, 연준은

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실기

이 쇠퇴하였고, 최근 들어 국가채무, 재정규모, 복

발표: 이종욱(서울여대)

이미 저점을 찍은 경기회복세를 감지하지 못하여

업들이 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는 안

지지출 등 재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토론: 김홍범(경상대), 유일호(국회의원), 정규재

이후 2003년 6월까지 금리인하를 세 차례나 더

되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

대상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4대 재정혁신과

(한국경제신문), 정재호(S&R경제경영연

단행하였다. 결국 저금리정책과 금융완화로 생긴

하다. 따라서 출구전략을 염두에 둔 금리조정 등의

제를 제시하면서 상당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

구원)

거품이 경제 전반에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글로벌

거시경제정책과 기업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미시

으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미흡하였고 재정문제에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연준은 경기

경제정책이 병행되어야만 민간경제 활성화가 실효

대한 정치적 논란도 해소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명

가 저점을 통과한 지 2년7개월이 지난 2006년 6월

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박 정부는 정부조직 광역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에야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 뒤늦은 조치를 취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공공부문의 조직 감축을 도모하고 세계적 금융위

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3년에는 모기지 관련 신

으로 나갈 수 있으며, 위기에 대해서도 강인한 체

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감세, 4대강 사업

규대출이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하였고, 거주목적

질을 가진 경제로 거듭날 것이다.

등에서 재정 전반의 체계적 진단 및 타당성 검증절

[Session 2. 종합토론]
사회: 이종원(성균관대)

제1주제:「국가발전을 위한 경제 관료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

3. 주요 내용
(1) 제1주제:「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백웅기

임 모기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위기의 단초를 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금융위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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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결여되어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 아닌 투자목적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서브프라
공하였다.

(2) 제2주제-「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옥동석

재정운용 측면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

한 국내외 연구는 상당히 많지만, 위기가 발생하게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된 근본원인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각종 유동성 공급 지원정

거래비용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 또는 재

① 재정지표의 신뢰성 제고: 국가채무, 재정규모,

어져 왔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의 대규모

정의 역할은 개인들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하여

재정수지 등은 재정총량에 관한 의사결정의 핵심

않은 채 대증요법식 대응은 향후 위기의 재발을 초

추경편성 및 파격적 감세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

상호이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

적 지표이므로 이들에 대해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

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예상

하는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재정은 이러

하고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개선노력이

지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실패에

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시

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과거 재정의 역할을

필요 ② 장기적 시계(視界)의 재정운용: 중장기적

있으며 이 바탕 위에서 출구전략과 위기재발 방지

적 성과와는 별도로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돌이켜보면, 1948년 이후 1960년까지 재정은 국가

경제₩사회여건의 점검, 중기재정 운용전략 수립,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고 판단하고

의 기본틀을 구축함과 동시에 근대적 재정제도의

연도별 분야₩부문₩부처별 또는 주요사업별 예산총

21세기에 들어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 개입이 좋은 결과로

기틀을 마련하며 국방, 치안질서의 확립에 주력하

액 설정, 각 부처의 예산총액 범위 내 예산요구, 예

를 겪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 온 금융발전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기의 씨앗

였다. 1961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된 박정희 대통령

산당국의 취합₩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과연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

을 제공하거나 잠재적인 경제문제로 표출된다. 적

의 집권기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국내 가용재원을

재정운용계획의 엄격성을 제고 ③ 범정부적 시계

럼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

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동원한 위기극복 과정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부문에서 실물자본 형성을 위

(視界)의 재정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

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에서의 정부의 활동은 이제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한 각종의 재정투융자에 주력하였다. 1980~1996

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대규모 경기침체를 초래했으며, 이는 결국 잠재성

다시 정상화되고 시장개입은 축소되어야 한다.

년 기간 중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정긴

확립하여 범정부적인 예산조정 과정을 수립하고,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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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절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경

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

경제가 한 단계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면,

차를 개선 ④ 자기책임성과 해명책임성의 제고: 정

기부양 효과는 비교 대상국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

으로 보았다. 1970년대에는 시장정보 비용 감소의

먼저 제도를 만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정치는

부행정조직과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로 낮으며, 재정수입 감소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성장효과를 강조하게 된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

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개념을 활용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지출승수는 0.838로 전체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성과계약, 출연협약, 협력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평균(0.905)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

제도를 간과해 왔지만, 제도를 중시하며 연구해 온

결국 훌륭한 제도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과 관료

자기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명책임을 제고

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학자들(Buchanan, Coase, Vogel과 North, Sen,

에게 달려 있다. 경제정책 실행 메커니즘에 견제와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감세 등을 통한 우리나라

Williamson 등)이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됨으로써,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의 수입승수는 1.082인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출

제도는 주류 경제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제도

정보가 흐를 수 있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외

보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다른 나라

는 게임의 규칙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제도가 경제

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는 어떤 제도에서

(전체 평균 0.796)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효율성

성장의 장기적인 성과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

도 가능하므로, 위기 발생 여부는 제도운영을 책임

최근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정책의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재정정책으로

소이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도 제도의 범

진 대통령, 관료의 능력에 달려 있다. 세종시 문제,

효과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본 연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

위를 넘어서면 위법이 되므로, 시장도 제도의 틀

인구 고령화, 사교육 문제, 지방경제 낙후, 공공지

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및 OECD

타났다. 지출확대의 경기부양 효과는 3분기 정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도가 시장을 확장 또는

출의 비효율성 등은 일반국민이 만들어 낸 문제가

주요국의 재정승수 추정 및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

수입충격의 경기부양 효과는 2~5분기 지속되는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니고, 제도를 만들 권한이 있는 국회, 대통령, 관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재정정책의 효과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정책의 효과는 대외의존도

한 국가에서 제도를 만드는 주체는 국가의 권력

료의 책임이다. 제도 운영을 책임진 관료에게서 정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로 재정승수를

및 개방도가 심화될수록, 정부가 activist stance

으로 상징되는 국회, 대통령, 관료이다. 권력의 상

치권의 지배 범위를 한정시키고, 전문성과 능력에

들 수 있으나,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서 이론적,

를 취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은 바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의해 활약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들이

(3) 제3주제:「재정정책 효과의 국제비교」
김필헌

들어 시장의 불완전성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실증적으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케

향후 재정정책의 효과는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

더구나 만들어진 제도의 실행은 전적으로 관료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료의 꽃인

인지안 학파의 경우 재정승수의 부호가 양(+)이며,

이며, 시장개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기보

능력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

국장의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올려 관료의 전

그 크기도 1보다 클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신고전

다는 경제운용을 민간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지만, 그 중

문성이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국가적 손

주의 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

대외의존도 및 개방도의 심화로 정책효과가 외부

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고 안타깝게도 관치,

실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려 경기부양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주장하고

로 누손되면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능

정경유착 등의 비판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있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보면 경우 실증분석 방

력이 감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activist

법, 시기, 대상국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상반된

stance를 취할수록 오히려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어짐을 감안하면, 섣부른 시장개입으로 시장불확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재정변수를 대상으로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
여 재정승수를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의 보완 차
원에서 대상국들에 대해 일관된 분석방법을 적용

(4) 종합토론 발제:「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관료
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이종욱

하고, 분석기간을 통일시켜 국가 간 비교가 좀 더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충격이 재정승수에

경제성장의 원천을 규명하려는 경제학자들의 노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

력이 바로 경제학의 역사이고, 인류를 빈곤에서 벗

제경기 변동요인을 구조적 VAR 모형에 포함하는

어나게 하려는 노력이다.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강

「factor-augmented」VAR 추정방식을 사용하

조되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서구 경제성장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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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회 및 포럼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브라운백 세미나

3. 2010년 운영실적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직후 기업지배구조는 개선되었으며 차입 관련

│연구회│및│포럼│

【제1회】

규제는 엄격해져,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의

날짜: 1월 5일(화)

계열사들은 더 이상 주주가치를 침해하지 않으

주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가 기업성과에

며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대출을 삼가게 되었다.

미치는 영향 -자동차,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의 이익률은

발표: 곽정수(한겨레신문)

향상되었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수익률

내용: 이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

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

업 간 회복세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

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2010년

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하도급 거래 금액이

에는 다섯 차례의 연구발표회를 통해 기업구조와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

1천만 원 이상인 1만8천 개 사례 중 1천 개를 임

날짜: 3월 17일(수)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의추출하여 설문조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주제: 기업집단의 대리인비용에 대한 영향요인

로부터 받아 분석에 이용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전속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거래원사업자의

발표: 김현종

요구보다는 계약당사자가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내용: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회사법 개정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 하도급 계약방식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변화시켰다. 이 연구

수의계약형식이 경쟁입찰이나 경쟁입찰을 혼합

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 관련 제도

한 형태보다 많았다. 납품단가 인하에 있어서는

가 경영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

며, 2002년에도 기업의 성장전략과 관련된 베인&

자동차보다 전자산업의 경우 인하율이 높은 것

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한

컴퍼니의 Profit from the core를『핵심에 집중하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하도급거래 자

국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지배주주의 실질소

라』
는 제목으로 공동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료에 기업재무제표를 추가하여 계량분석을 시행

유권과 지배권을 기업별로 계산하여 분석에 이

할 계획이다.

용했으며, 시계열 패널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1. 발족 배경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

【제3회】

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

연구회는 소장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로 구성되

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

어 있으며, 이근(서울대 교수, 연구회장), 이우관

었다. 연구회는 매월 연구발표회를 원칙으로 하고

(한성대 교수), 곽만순(카톨릭대 교수), 곽주영(연세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 학술연구, 공동 프로젝트

대 교수), 진태홍(홍익대 교수), 김용렬(홍익대 교

날짜: 2월 22일(월)

과, 사외이사제도가 대리인비용에 어떤 영향도

를 수행한다.

수), 박영렬(연세대 교수), 최경규(동국대 교수), 강

주제: 거버넌스, 예산제약과 기업이윤율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비율은

명헌(단국대 교수), 최정표(건국대 교수), 장지상(경

발표: 이제민(연세대)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가되지만, 사외이사비율이

북대 교수), 조성욱(서울대 교수), 정균화(고려대 교

내용: 이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를 대상으로 기업

증가한다고 해서 기업집단의 대리인비용이 감소

수), 김진방(인하대 교수), 김건식(서울대 교수), 장

지배구조와 예산제약이 한국기업의 성과(이익

한다는 분석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산효율

하성(고려대 교수),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황인

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전까

성이나 지출효율성 지표 모두 사외이사비율이나

1996년 연구회 모임 결성과 함께 첫 공동 프로젝

학(본원),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최인철(삼성경제

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연성 예산제약으로

사외이사의 평균근속연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

트로 동경대 아오키 교수의『비교경제제도론』
을

연구소 연구위원) 등 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인해 한국 기업은 주주가치를 침해하고 만성적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있다. 2010년 동안 김지연(서울대 경제연구소) 박

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는 행태를 보였

사가 간사를 맡아 운영하였다.

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이러한 행동은 재정적으

2. 운영 및 인적구성

출판하였다. 2001년에는『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
변화와 기업 성과』
라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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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관계를 고려하여 패널 VAR 분석과 연립
【제2회】

GMM(System GMM)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

로 어려운 계열사는 물론 건전한 계열사마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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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방식을 이용하여 다각화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시한 연구이다.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주제: Cross-Ownership, Takeover Threat

경제 전반적(economy-wide) 충격과 산업 특이

and Control Benefit

적(sector-specific) 충격을 구분하여 다각화의

발표: 성태윤(연세대), 김대환(First Private

다양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전문분야

Investment Management)

만을 가진 독립(stand-alone) 기업은 일시적 충

내용: 이 연구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분석했다.

격에 파산할 수 있으나 다각화 기업은 일시적 충

첫째,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격이 발생한 사업분야에 문제가 있어도 (내부적

를 인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

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나 이 연구는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인

서는 정태적 모형 혹은 2기 단순모형이 아닌 장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

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유사한 규모의 기업

기적 동태모형을 분석에 이용했다. 우리는

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5회의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을 인수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보다 크지 않음을

Nelson & Winter(1982)의 Evolutionary

밝혔다. 둘째, 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배주주는 지

Simulation 모형방식을 이용하여 동태적 설정하

배권을 활용하여 이익을 편취한다는 주장이 있

에서 다양한 다각화 성향을 가진 이질적 기업들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

지배주주에게 추가적 이익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리는 모형에서 기업들의 다각화 투자에 내부자

는 사실을 보였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결과를

금뿐 아니라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자금도 포함하

토대로 기업집단 계열사를 인수하는 데 소요되

여 고려했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기업이 차입자

는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추정해 보았다.

금을 갚을 만큼 충분한 현금흐름을 생성할 수 없

│연구회│및│포럼│

날짜: 6월 15일(화)

1. 발족 배경

2. 운영 및 인적구성

을 경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중요하게 된다.
【제5회】

이 연구는 경제 전반에 걸친 충격은 채무불이행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밀튼 프

회 장: 안재욱(경희대 교수)

날짜: 8월 10일(화)

위험을 높이는 반면, 산업특이적 충격은 다각화

리드먼,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사상을 연

부회장: 민경국(강원대 교수)

주제: Diversification and Industry Evolution: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산

구하고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황

이 사: 김영용(본원 원장)

A Simulation Approach

업특이적 충격이 발생하면 다각화가 많이 진전

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설

이 사: 김인영(한림대 교수)

발표: 정광수(존스홉킨스대), 이 근 교수(서울대),

된 기업의 이윤 변동폭이 다각화가 덜 진행된 기

립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학

이 사: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윤민호 박사(서울대)

업보다 더 낮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이 사: 김정래(부산교대 교수)

분야로 확대₩종합하여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발

감 사: 배진영(인제대 교수)

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

간 사: 이상영(경희대)

내용: 이 논문은 Evolutionary Simulation 모형

어티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
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를 확립

3. 2010년 운영실적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의 주요 사업은 월례
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있다. 월례회 및 심
포지엄을 통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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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2007년

해이를 조장한다. 이에 대한 자유시장원리에 따

이에크 소사이어티의 월례회 운영실적은 다음과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안정

른 근본적 해결책으로 은행쇄도와 은행도산 허

날짜: 12월 8일

같다.

화 차원에서 정부지출을 확대했다. 재정지출 확

용이라는 시장규율(손실의 위협)의 확립, 그리고

주제: Do Economic Reforms Affect What

대의 성장에의 단기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금보험공사의 민영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You Export?

【3월 연구발표회】

재정지출 확대가 자족적 성장 모멘텀의 충분조

논문은 민영화 방안의 전제가 되는 부분지급준

발표: 최남석

날짜: 3월 26일

건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비제도 아래에서의 예금보험
『회사』
의 수익가능

내용: 본 논문은 해외무역 자유화와 경제개혁이

주제: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정치경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는 가

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에서의 산업구조개선에 어떠한 영

학적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성

설(假說)을 세우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했

발표: 현진권(아주대)

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4∼2008년에 걸친 176

【11월 연구발표회】

인한 거시경제 안정성 개혁이 국제무역에서의

내용: 스웨덴은‘높은 세부담과 관대한 복지국

개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

날짜: 11월 12일

비교우위론의 가치와 수출 경험축적의 중요성을

가’
이며, 조세정책에서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국

민소득에 관한 패널자료를 이용했다. 실증분석

주제: Legislation Effect on the Growth of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1975년

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결과, 정부지출비중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성

Social Security: A Public Choice Approach

에서 2000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달리 2005년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 일반

장에 부(負)의 효과를 미치고, 1인당 국민소득과

발표: 김영신

132개국의 산업구조의 발전성뿐만 아니라 해외

적으로 상속증여세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차원

정부지출규모 간에 양방향성의 인과관계가 성립

내용: 본 논문은 1983년 국민연금법 개정(이른바

무역 자유화로 인한 개방경제의 성숙도가 경제

에서 이들 세목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Greenspan Legislation)이 미국국민연금 성장

구조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

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스웨덴 국민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야 공공부문 지출비중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공공선택론(Public

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후진국이 주로 생산하는

들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서 대폭 세부담을 낮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공공부문의 과다지출은

Choice)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공공선택론

저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는 산업구조에서 선진

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민간경제활동의 구축(crowding out)을 가져와

에서는 크게 중위투표자(median voter) 또는 이

국이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는 산

이러한 국민들의 선호형태가 2005년에 획기적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익집단(interest group)이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업구조로 변화₩발전하는 속도는 고부가가치를

인 폐지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정부지출규모를 유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생산하는 산업구조와 얼마나 밀접하게 현재 산

경이었다.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정책이 한국에

지할 수 있는 경제여력(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는 1946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

업구조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조건에 의존할

주는 시사성은 현재 국민들의 상속세제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용하여 중위투표자 모델과 이익집단그룹 모델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해외무역 자유화로 인

통해 그린스펀법이 미국 노령연금과 기금재정

한 개방경제의 성숙도에 의존한다는 실증적 증
거를 제시하였다.

의식수준을 몇 가지 자료를 고찰한 결과, 정책안

284

【12월 연구발표회】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하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해외무역 개방으로

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환경은 된다

【5월 연구발표회】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한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성장을 위한

날짜: 5월 14일

분석 결과, 그린스펀 법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정책조합을 디자인하는 데 상속세 완화는 하나

주제: 불확실성에 따른 예금보험의 실효성 문제

노령연금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적자

의 좋은 정책안이 될 수 있다.

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

추세였던 미국 국민연금기금(Trust Funds)을

발표: 김이석

흑자 추세로 전환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4월 연구발표회】

내용: 예금보험제도는 부분지불준비제도하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베이비

날짜: 4월 16일

은행의 지급불능 가능성 우려로 인해 예금자들

부머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성이

주제: 확장적 재정지출에 의한 경제성장은 지속

의 은행쇄도가 발생하고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

취약하게 되어 추가적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시

가능한가? - 헤리티지 경제자유도를 이용한 실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하고 있다.

증분석-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보여주듯이 예금보험제도

발표: 조동근(명지대)

는 은행들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위험하지만 높

내용: 본 연구는 케인스(Keynes)적 국가개입주

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는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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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백 세미나

논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의 쟁점사

젝트 파이낸스 사례 연구

항」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통일세 도입 논

발표: 최두열(한국기술교육대)

│연구회│및│포럼│

란」
,「전세대란의 원인, 전망 및 해결방안」
,「과장
된 영리의료법인의 부작용」
,「한₩미 FTA 추가협의

【제3회】

의 쟁점」등과 같은 경제학적 이슈 외에「최근 개헌

날짜: 2월 18일

론의 쟁점과 향방」
,「시장경제와 영세상인 지원정

주제: 최근 개헌론의 쟁점과 향방

책」
과 같은 법학적 이슈도 포함하고 있다. 또 전후

발표: 신석훈

일본의 사회의 설계 -『패배를 껴안고』
를 읽고처럼
【제4회】

브라운백 세미나는 현안 이슈에 대한 본원 연구위원들의 정책적 의견을 결집시키

일본의 권력시스템에 관한 주제와 함께「기업의 인

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브라운백 세미나는 현안 이슈를 발제한 발표자

재상과 대학원 졸업자 활용방안」
과 같은 경영학적

날짜: 3월 11일

가 토의과정에서 나온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주제도 다루었다. 아울러「수(數)의 역사 I:‘수의

주제: 전후 일본의 사회의 설계『패배를 껴안고』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탄생과 정수론’
」
,「수(數)의 역사 II:
‘수의 발전과 대

를 읽고

수학’
」
,「수(數)의 역사 III:‘수학의 역사’
」등과 같

발표: 조성봉

은 수학적 이슈도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다.
특히「싱크탱크의 연구와 홍보전략」
과 같이 본원

1. 배경 및 목적

2. 내용

의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주제가 발표된 데다

날짜: 3월 25일

2011년 연구과제 도출을 위해 10월 14일에 삼성그

주제: IRA와 퇴직연금제도

룹 김완표 상무, 10월 21일에 현대기아자동차 박광

발표: 이성희(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C&A본부)

식 상무로부터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본원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기

2010년 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해 동안

대한 연구위원들의 정책적 의견을 모아보자는 생

총 25회의 브라운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세미나의 형식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발제자의

각에서 출발하였다. 본원은 민간 경제종합연구소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른 세계 정보통신시장의 격

발표에 대하여 현안 이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

로서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변과 소셜미디어 확산이 세미나의 주요 주제 중 하

취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2010년도에 개최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하여 각 분야의 연구 아이디

나였다. 3월 30일에 김현종 연구위원이「모바일 온

된 브라운 세미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를 결집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브라

라인 서비스 시장과 플랫폼 경쟁」
을 통해 아이폰

운백 세미나는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결과

등장이 몰고 온 스마트폰 혁명에 대해 발표하였으

를 발표하기보다는 현안 이슈에 대한 발제와 참석

며, 4월 29일에 조신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이

연구위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몰고 온 정책시사점과 경쟁지형의 변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적인 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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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백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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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에 대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발표된 발제내용은 김영용 원장이 발표한「경쟁」

【제6회】

날짜: 3월 30일
주제: 모바일 온라인 서비스 시장과 플랫폼 경쟁
발표: 김현종
【제7회】

날짜: 4월 15일
【제1회】

날짜: 1월 21일

주제: 기업의 인재상과 대학원 졸업자 활용방안
발표: 이병욱

주제: 민스키의 금융불안정가설과 금융시장

규제 문제
발표: 김이석

【제8회】

날짜: 4월 29일
주제: 스마트폰이 몰고 온 정책시사점과

과 함께「민스키의 금융불안정가설과 금융시장 규
제 문제」
,「이슬람 구조화 금융을 이용한 인프라 프

【제5회】

【제2회】

로젝트 파이낸스 사례 연구」
,「약가(藥價)의‘시장

날짜: 2월 4일

형 실거래가 구매제도’타당성 논란」
,「의료 민영화

주제: 이슬람 구조화 금융을 이용한 인프라 프로

경쟁지형의 변화
발표: 조 신(SK경영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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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발표: 이동훈(삼성경제연구소)

발표: 임병화

날짜: 6월 3일
주제: 약가(藥價)의‘시장형 실거래가 구매제도’

타당성 논란
발표: 설 윤

【제25회】

날짜: 12월 23일
【제16회】

【제23회】

날짜: 10월 1일

날짜: 12월 2일

주제: 싱크탱크의 연구와 홍보전략

주제: 한₩미 FTA 추가협의의 쟁점

발표: 조동호

발표: 최남석

주제: 수(數)의 역사 III‘수학의 역사’
발표: 임병화

【제10회】

날짜: 6월 11일

【제17회】

【제24회】

주제: 의료 민영화 논란

날짜: 10월 7일

날짜: 12월 9일

발표: 이태규

주제: 통일세 도입 논란

주제: 수(數)의 역사 II‘수의 발전과 대수학’

발표: 황상현

발표: 임병화

【제11회】

날짜: 6월 25일

【제18회】

주제: 시장경제와 영세상인 지원정책

날짜: 10월 14일

발표: 신석훈

주제: 내년도 과제도출을 위한 회원사 의견청취
발표: 김완표(삼성그룹)

【제12회】

날짜: 7월 8일

【제19회】

주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의 쟁점사항

날짜: 10월 21일

발표: 박성준

주제: 내년도 과제도출을 위한 회원사 의견청취
발표: 박광식(현대기아자동차)

【제13회】

날짜: 7월 26일

【제20회】

주제: 경쟁

날짜: 11월 4일

발표: 김영용

주제: 전세대란의 원인, 전망 및 해결방안
발표: 김창배

【제14회】

날짜: 8월 12일

【제21회】

주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날짜: 11월 11일

발표: 최두열(한국기술교육대)

주제: 과장된 영리의료법인의 부작용
발표: 강성원

【제15회】

날짜: 8월 30일
주제: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확산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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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날짜: 11월 18일
주제: 수(數)의 역사 I‘수의 탄생과 정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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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및 학술지 발간사업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窓 & 論』발간사업

업집단의 연도별 순위, 계열기업 현황, 재무현황

│정보자료│서비스│사업│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30대 대규모기업집단’

월별

방문자 수

DB가 구축되어 있다.

1월

610

61,819

2월

643

62,244

3월

722

62,816

을 매일 게재하는‘KERI와 미디어’부문과 본원이

4월

706

63,523

게재하는‘지식네트워크’부문, 또한 주요 강사진

5월

638

64,265

6월

637

64,734

7월

538

65,045

의 동영상 강좌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

8월

563

65,457

여 시장경제교육 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9월

552

66,063

10월

624

66,477

11월

738

66,684

12월

661

66,771

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도서정보’부문에선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위한 정보자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은 본원의 연구발

신속히 제공하는‘소장도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

간물을 게재하는‘연구자료’부문,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스’
, 경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게

‘KERI칼럼’부문, 경제동향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하는‘KERI 서평’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문복

‘KERI DB’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 서비스의 경우 회원사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표 2> 콘텐츠 현황
서비스명

있다.
또한 유용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
연구자료

우선‘연구자료’부문은‘연구보고서’
,‘경제전망

제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주

유형별 보고서: 연구보고서, 경제전
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窓&論,
세미나 자료

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
,‘窓&論’
,‘세미나자료’

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종합₩정리한

주제별 보고서: 경제, 산업/경영,
사회/규제/제도

등 본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전문을 제공하

KERI Mailzine을 월 2회 발송하고 있다.

는
‘KERI칼럼’
뉴스레터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와 경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

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에 대

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한 분석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 최근 경기 및 경제정책

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이버

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 이래 현재 회원수가 육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공간에서 각종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Daily로 서비스되는‘KERI칼럼’부문은 각종 경

제공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제 현안은 물론 정치₩사회₩문화를 총망라하는 다양

도모하고 본원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제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

KERI칼럼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
하여 위와 같은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을 수행해 왔
KERI DB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
네트워크

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KERI DB’부문은 주요 경제지표 및

본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서비스(www.keri.org)
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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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전망 데이터를 제공

게재 주기

수시

KERI칼럼

주 5회

지난 칼럼

-

경제동향: 주요 경제지표, 국내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

분기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연도별 순위,
계열기업 현황, 재무현황, 연도별 비중

연 1회

한경연 포럼

월 1회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월 1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공공개혁 포럼

월 1회
월 1회

브라운백 세미나

수시

뉴스 속의 KERI: KERI 관련 기사
및 외부기고

매일

보도자료
KERI 서평

수시
격주

도서정보

소장도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회원사 무료)

수시

시장경제
교육

시장경제교육 및 프로그램 소개, 동
영강 강좌, 교육신청, 주요 강사진 등

수시

KERI와
미디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매호마다 칼럼의 질적 유

2. 사업의 주요 내용

내용
본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의
전문 제공
핫이슈: 규제개혁, 금융위기 극복,
FTA

해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 5회 게재되

1. 사업의 목적

회원 수

그리고 KERI 관련 기사, 언론기고, 보도자료 등
주최하는 한경연 포럼 및 기타 연구회 발표자료를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

<표 1> 일일 방문자 수 및 회원 수

하는‘경제동향’
과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규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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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ERI칼럼 게재 리스트
일자

제 목

저 자

1/4

한국경제연구원이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영용 (본원 원장)

일자
3/10

저 자
권영민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5

경인년 경제는 정치에 달려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11

은행에 대한 과잉규제의 위험성 경계해야

이태규 (본원 연구위원)

1/6

향후 달러화 가치의 향방

송정석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3/12

국가는 사유권 침해를 자제해야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1/7

친서민 정책의 반작용을 우려한다

유동운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15

재정 건전성 논의의 본질

최 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1/8

새해에는 원칙과 책임의 정치를 기대한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3/16

고용 미스매치 해결방안, 교육시스템에서 찾아야

유진성 (본원 부연구위원)

1/11

개정 노조법, 어찌 해야 하나?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3/17

온실가스의 조기감축 방법은?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2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법 개정 서둘러야

최두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3/18

미국 사례를 통해서 본 의료 선진화의 교훈

김이석 (본원 초빙연구위원)

1/13

제설작업의 편익과 비용

김영용 (본원 원장)

3/19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정치적 함정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14

대한민국을‘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들자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3/22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5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김필헌 (본원 연구위원)

3/23

중산층문제와 사회복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8

M&A 활성화로 중소기업 발전 도모해야

이병욱 (본원 경제교육실장)

3/24

북한의 새로운 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1/19

KB금융 사태의 본질과 해법

박양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팀장)

3/25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김학수 (본원 연구위원)

1/20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26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

이선화 (본원 부연구위원)

저축은행들의 부실 사태와 진정한 규제완화

김이석 (본원 초빙연구위원)

3/29

삼성의 바다, 안드로이드 그리고 퀀텀 점프

최승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30

시장 친화적인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정책이 필요하다

이병욱 (본원 경제교육실장)

김현종 (본원 연구위원)

3/31

독일 통일 20주년과 우리의 각오

배진영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1/21
1/22
1/25

‘고용전략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이 주는 교훈

1/26

양극화 해소방안은 경제성장에서 찾아야

설 윤 (본원 부연구위원)

4/2

상근감사제도의 본질과 과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1/27

노동시장 유연화가 저출산의 해법이다

박성준 (본원 선임연구위원)

4/5

자본시장의 본질과 회사가치의 평가

신석훈 (본원 선임연구원)

1/28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승인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4/7

공기업을 제대로 유지할 돈 없으면 차라리 민영화하라

조성봉 (본원 법경제연구실장)

1/29

공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 문제 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7

3₩18 중견기업 육성대책의 평가

김필헌 (본원 연구위원)

2/1

G2 리스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안순권 (본원 연구위원)

4/8

도요타 리콜사태와 규모의 비경제

김용열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2/2

차입매수(LBO)와 배임죄

신석훈 (본원 선임연구원)

4/9

가계부채의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설 윤 (본원 연구위원)

2/3

인성교육이 되는 학교 시험공부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4/12

아이패드₩아이폰 OS4가 던지는 새로운 도전

김현종 (본원 연구위원)

2/4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북한 지원

복거일 (소설가/문화미래포럼 대표)

4/13

저출산₩고령화, 이렇게 극복하자

박성준 (본원 선임연구위원)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4/14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설득하기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2/5

‘호화청사’
의 숨겨진 문제점

2/8

새로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바란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15

공기업 채무, 이대로 좋은가?

유동운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9

시장에도‘품격’
이 필요하다

박효종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4/16

한은법 개정, 미국의 FRB 모델이 바람직한가?

안재욱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2/10

한일 산업경쟁력의 명암이 주는 교훈

김용열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4/19

2/11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4/20

위기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안순권 (본원 연구위원)

2/12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다

배진영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4/21

지금이야말로‘호국’의 의미를 생각할 때

박효종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불쏘시개일 뿐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2/16

감상적 통일론을 경계한다

유동운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22

공정위의 경쟁주창 기능 수행에 바란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7

출향제도를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문제 완화

이병욱 (본원 경제교육실장)

4/23

시장에 기초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기대한다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18

미디어렙법안과 방송시장 경쟁제한규제 개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26

약가(藥價)의‘시장형 실거래가 구매제도’타당한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19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27

재분배정책과 이념

송원근 (본원 금융재정연구실장)

2/22

영국 남해회사 거품, 사기에 놀아난 시장의 광기였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4/28

이제‘일자리창출’은 기업에 맡겨라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2/23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TAA) 현실화되어야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29

출구전략을 넘어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논의할 때다

조경엽 (본원 거시경제연구실장)

2/24

등록금 상한제는 해를 끼치는 제도이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4/30

대체공휴일 논의,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변양규 (본원 연구위원)

2/25

실업률 5.0%, 고용회복의 신호가 될 것인가?

변양규 (본원 연구위원)

5/3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때

김창배 (본원 부연구위원)

2/26

4대강 사업, 특별회계로 개편하라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5/4

사회적 기본권은 재산권 존중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박양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팀장)
이병욱 (본원 경제교육실장)

3/2
3/3

오스트리아학파의 진화 사상에 주목해야 할 이유
‘일상화’
된 폭력을 줄이려면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5/6

도요타 리콜사태로 본 지속가능발전 기업의 조건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5/10

검찰의 재량권 행사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5/11

포이즌필 상법 개정안의 개선방안

신석훈 (본원 선임연구원)

3/4

가계 및 기업부채 구조조정, 연착륙 유도해야

김창배 (본원 부연구위원)

3/5

MB정부의 교육개혁에 거는 기대

정갑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5/12

한₩중 FTA,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8

좌초 위기의 MB정부 교육개혁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5/13

6₩2 지방선거와 그리스발(發) 남유럽 재정위기

김이석 (본원 초빙연구위원)

3/9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5/14

집시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조경엽 (본원 거시경제연구실장)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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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 목

5/17

온실가스 감축, 예상되는 논란과 갈등

저 자

일자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22

저 자
허찬국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5/18

헌법 제31조 4항을 재음미하는 이유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7/23

국가채무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19

지방자치와 개인 자유의 확장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7/26

완전경쟁과 시장의 실패, 타당한 개념인가

김영용 (본원 원장)

5/20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모색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27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어야 관치문제 풀린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5/24

천안함 사건이 남긴 것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7/28

미국 금융개혁법은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는가?

신석훈 (본원 선임연구원)

5/25

은행세 도입논란과 우리의 선택

이태규 (본원 연구위원)

7/29

영리법인은 악이고, 비영리법인은 선인가?

이병욱 (본원 경제교육실장)

5/26

직업안정법 개혁 없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안 된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30

국민연금을‘공공 개인연금’으로 개편하자

강성원 (본원 연구위원)

5/27

개방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권영민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8/2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5/28

타임오프제도 정착의 과제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8/3

형평도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여야

이태규 (본원 연구위원)

5/31

농업, 기업화가 살 길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8/4

친서민 정책과 포퓰리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6/1

1907년 금융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출범의 교훈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8/5

진보교육감의 정책은 무조건 반자유주의적인가?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8/6

오바마의 위기와 미국의 분열

권영민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6/3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에 박수를 보내야

6/7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배진영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8/9

최저임금제는 250만 명을 보호할 수 없다

변양규 (본원 연구위원)

6/8

선거와 재정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10

한₩EU FTA 발효에 대비,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이 시급하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6/9

그리스 재정위기와 정부의 분식회계

옥동석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8/11

완성차업체 사내하청 근로자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10

실종된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해야

정갑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12

경제성장의 실패는 제도의 실패이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6/11

보금자리주택은 로또이어야 하나?

김학수 (본원 연구위원)

8/13

금융규제,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6/14

독일 주식공매도 금지조치가 주는 교훈

송정석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8/16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옥동석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15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의 허와 실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8/1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강화하자

강성원 (본원 연구위원)

6/16

정직한 교육정책을 펼치자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8/18

기부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8/19

탄소세로 법인세를 대체하자

이재승 (삼성SDS)
윤상호 (Chapman University)

6/17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 충분한가

이선화 (본원 부연구위원)

6/18

EBS 교재중심의 수능 출제가 교육 정상화인가?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6/21

코끼리를 춤추게 하려면…

김용열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8/20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

남광희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6/22

이업종 간 경쟁과 경쟁의 미래, 그리고 규율

최승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23

노동시장의 단절과 공정노동정책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23

근로문화가 경쟁력이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8/24

약가의‘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평가

설 윤 (본원 연구위원)

6/24

종말(終末)의 여로(旅路)를 다시 시작한 북한

이춘근 (본원 Research Associate)

8/25

경쟁, 부자 그리고 기부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25

국가가 혼란스러운 까닭은 충신이 많아서이다

유동운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26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찾아라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28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 어디로 가야 할까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8/27

중소기업정책과 경쟁정책

최승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9

인간 합리성과 현대경제학의 과제

이성우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8/30

중국에도 당당한 한국 만들기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6/30

중계권과 방송사 담합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8/31

자유와 책임

배진영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왜 자유시장경제체제인가?

김필헌 (본원 연구위원)

9/1

다각화의 재평가

김용열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7/1
7/2

진보 교육감들의 우려되는 월권행위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9/2

과잉부채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 일깨워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7/5

시장 확장적 정부가 필요하다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9/3

우리나라 법인세율 더 낮춰야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7/6

진짜 1만1천 원만 더 내면 무상의료가 가능해질까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6

저출산, 아동수당이 해법일까?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7

타임오프 이면합의, 개인비리 넘어선‘공공의 적’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7

미국의 소비추세 변화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김세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8

교육자치를 통해 교육정책을 평가하자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9/8

2011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9

자본시장법상의 M&A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9/9

전력 판매경쟁, 녹색성장을 위한 시장 인프라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12

자유수호의 의지를 다질 때다

장대홍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9/10

기업가정신, 대학 필수 교과과정으로 개설돼야

김학수 (본원 연구위원)

7/13

가격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카르텔, 어떻게 볼 것인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13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정책의 함정

정갑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14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폐지되어야

최두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9/1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법적 규율의 문제점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15

고용노동정책의 과제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15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불공정거래 규제 개선방안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7/16

수송부문의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생각한다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16

국가 정책과 정책 구호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19

전교조의 왜곡된 작명을 통한 진실 가리기 - 왜‘일제고사’
인가?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17

오바마 개혁의 시련과 한계

장대홍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7/20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20

2011년 재정운용, 건전성 회복과 지속성장에 주력해야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7/21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사업이 나아갈 방향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9/24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방안

이병욱 (본원 경제교육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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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9/27
9/29

제 목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

일자
11/29

제 목

저 자

정부 지원과 시장중심의 양날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방안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갑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창배 (본원 부연구위원)

11/30

북한 리스크 최소화하려면

9/30

휴대전화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가?

김영용 (본원 원장)

12/1

퍼스널 로봇 시대의 서막

최승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1

공정사회, 또 하나의 포퓰리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2/2

자선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경쟁이 해법이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4

납품단가연동제도 가격규제의 한 유형

김이석 (본원 초빙연구위원)

12/3

감세는 진정 나쁜 것인가?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5

정부, 예산은 중하고 결산은 경하다(?)
- 결산은 회계정보 산출의 근본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2/6

한₩미 FTA, 시작이 반이다

권영민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2/7

국가안보에서 여₩야 갈등 용납될 수 없다

이춘근 (본원 외교안보연구실장)

10/6

진정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김필헌 (본원 연구위원)

12/8

북핵 대응이 시급하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10/7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안재욱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10/8

미국₩중국의 통상 분쟁과 G20 정상회의

권영민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2/9

성공적 사내 기업가정신 발현의 전제조건
: 최고경영진의 혁신 지향적 리더십

김학수 (본원 연구위원)

한₩EU FTA 서명의 의의와 과제

송원근 (본원 금융재정연구실장)

12/10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서둘러야

임병화 (본원 선임연구원)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12/13

노동정책 목표, 생산성 향상₩고용률 제고에 둬야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12/14

고요 속의 외침

배진영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10/11
10/12
10/13
10/14
10/15

‘서비스산업 선진화’실천의지가 관건이다

저 자
윤상호 (Chapman University)
이재승 (삼성SDS)

‘사회주의적 인간’을 부추기는 정치권
저출산은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여성의 반란이다
공정한 사회의 공평한 세금이란?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2/15

고용보험료 인상의 치명적 자만

김영신 (본원 부연구위원)

신석훈 (본원 선임연구원)

12/16

군대가면 썩는다?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2/17

10/18

환율전쟁의 시작과 끝

송정석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10/19

국가기술혁신 전략의 방향

최승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20

공직자의 막말, 거짓말 그리고 부패

권해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0/2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하려면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10/22

마가렛 대처가 주는 교훈을 되새기며

10/25

세계 납세자 운동의 방향 - 세계납세자연합회 국제회의 참석기 -

이성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0/26

국민연금 수급시기 선택의 빛과 그림자

김영신 (본원 부연구위원)

10/28

공정정책의 성공조건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29

오스트리아 이론이 주류가 되기 힘든 이유

배진영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11/1

오바마 행정부의 범태평양파트너십(TPP) 추진, 어떻게 봐야 하나?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회 변화를 위한 두 가지 방법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11/3

한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

복거일 (소설가/문화미래포럼 대표)

11/4

4대강 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11/8

스마트폰과 스마트TV

김용열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11/9

자수성가는 결국 개인의 몫이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11/10

시진핑의 6₩25전쟁 인식과 중국 패권의 향방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1/11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의미와 교훈

장대홍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11/12

과장된 영리의료법인의 부작용

강성원 (본원 연구위원)

복지예산 확대 너무 서두른다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11/16

종교학교 논란으로 바라본 사립학교의 자율성

유진성 (본원 부연구위원)

11/17

카르텔 과징금제도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인권 (본원 Research Associate)

11/18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문제점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11/19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제’도입, 득보다 실이 많아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표 4> 서평 게재 리스트

11/2

11/15

‘통큰치킨’의 정치경제학

이병욱 (본원 경제교육실장)

11/22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중요한 것은 시청자 권익이다

11/23

국회는 감세 논쟁보다 나라살림 지킴이 제대로 해야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1/24

복지재정은 시장경제의 수용 정도에 따라야

옥동석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25

허각이 아닌 존박이 승리했다면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11/26

한₩미 FTA 조속히 매듭지어야

최남석 (본원 부연구위원)

일자
2/19
3/5
4/2
4/19
5/3
6/21
6/25
7/19
7/30
8/23
8/31
9/10
9/30
10/8
12/15

서 명
슈퍼 괴짜경제학
자유주의로의 초대
상식경제학 - 아주 쉽게 풀어쓴
경제학 카운슬링
넛지
The Virtue of Selfishness
원조의 덫 - 빈곤퇴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 대중의 반역
보이지 않는 마음
브레이크스루 컴퍼니
일본 재발견
정의란 무엇인가?
구글노믹스
위안화 파워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

저자
스티븐 레빗₩스티븐 더브러
데이비드 보아즈
오오다케 후미오
팀 하포드
리처드 H. 탈러 외
Ayn Rand
글렌 허버드 외
오르테가 이 가세트
러셀 로버츠
키스 맥팔랜드
이우광
마이클 샌델
제프 자비스
쑨자오둥
저스틴 폭스

서평
김창배
김학수
유진성
김현종
신석훈
송원근
이태규
김영은
박성준
이병기
설 윤
김필헌
변양규
안순권
김영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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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발간│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

동시장 성과의 비교」
,「주요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념적 분석」
,「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연구 및 시사

규제연구 및 시사점」등으로 총 7편의 논문을 게재

점」
,「필수설비 투자유인을 감안한 규제방식 비교-

하고 있다.

규제휴일과 대가보상」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인과
관계 부재 항변의 도입에 관한 연구」
,「순환출자구
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소유지배 괴리지표 및

3. 평가

가공자본 비율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전력산업을 중심으

『규제연구』
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연구』
는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시켜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에

로」
,「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등으로 총 7편의

제기되는 규제이슈와 경쟁정책 이슈를 다룬 우수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반기에 발간된 제19권 제2

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규제 관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호는「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개념체계화」
,「기

전문학술지이다. 이를 통해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업가정신과 정책 환경-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문들이 세상에

「이랜드-까르푸(2006년)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널리 알려지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규제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

규제의 쟁점-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휘발유

며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시장에서의 독점력 추정」
,「실업자 훈련 종류별 노

수 있도록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1. 발간배경 및 목적

2. 발간내용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

『규제연구』
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발간되

적인 시장경제구축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규제

고 있다. 게재대상이 되는 논문은 규제완화와 경쟁

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전문연구인력의 풀(pool)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논문이나

크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규제연구』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논문으로 주로 규제와 경쟁

를 제외하면 규제 관련 연구결과물을 게재할 마땅

정책 관련 논문들이다.

한 전문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규제연구』
는

『규제연구』
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논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로 규제 관련 연구촉

문만을 게재한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2

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명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결과 2명의 심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규

위원 모두에게 B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투고

제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된 논문은 게재되지 못한다. 투고된 논문 중 게재

기대된다.

되지 못하는 미게재율은 50%를 넘는다.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는 높은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으로
써『규제연구』
가 규제전문학술지로서 명성과 위상
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19권 제1호는「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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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앤론│발간│사업│

『窓&論』발간사업

편익 향상 등 정책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가 기대

입법 논리의 문제점(신석훈)”등을 다뤘고,「KERI

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 낭비₩과잉복지₩시장

칼럼」
에서는“경영자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

경제원리 제약 우려 등을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

가?(공병호)”등 총 8편을 게재했으며,「경제전망」

이나 지속성 확보, 재정건전성 유지 조치 등 개선방

은 1/4분기 전망 결과를 실었다. 마지막으로「추천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슈분석」
은“노르딕

도서」에“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조경엽

국가의 고신뢰 현황과 시사점(이병기)”
,“가구 특성

외)”등 총 5권을 소개했다.

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설윤)”
,“국가채무 관리

2010년 6월 발행된 제2호는 좌승희 경기개발연

어떻게 해야 하나?(조경엽 외)”
,“대형 유통업체는

『창&론』
은 연구보고서，정책연구，KERI Insight 및 KERI Zoom-In 등의

구원장의“자본주의 신 발전원리와 국민통합의 길”

경쟁을 해치는가?(조성봉)”
,“대중영합주의의 경제

연구자료,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된 KERI칼럼, 경제전망 등을 일반 독자에게

을「특별기고」
로 했고,「커버스토리」
에서는“한국

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송원근)”
,“출구전략 배경 및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편집하여 본원이 제공하는 분기별 지식－정책의

의 노동, 이대로 좋은가”
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이

파급효과(안순권)”등을 다뤘다.「KERI칼럼」
은“1

논단이다.

실질적인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

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배진영)”등 총 11편을

해 있으므로 기업은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실었으며,「경제전망」
은 3/4분기 전망 결과를 실었

있는 고용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근로자는 장기적

다. 마지막으로「추천도서」
에“고용보호 완화와 기

인 관점에서 고용 가능성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

업의 투자변화(이병기)”등 총 3권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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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대응방안(송원근)”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2. 발간내용

부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체계를 재수립해

2010년 12월 발행된 제4호는 김종석 홍익대 교

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슈분석」
은“제조업의 소기

수(前 한경연 원장)가“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규

업 편중현상 평가와 시사점(김필헌)”
,“슬레이트 시

제개혁의 비전”
이라는 글을 통해 본원이 지난 11월

대와 미디어산업의 과제(김현종)”
,“국가 온실가스

미국 아틀라스 경제연구재단으로부터 수상한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조경엽)”
,“사회적 자본의

‘2010년 템플턴자유상’
의 의미를 소개하고 축하의

본원의 소중한 연구업적들과 다양한 발간 및 논

본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물론 시대의 대표적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이병기)”
,“거시

메시지를「특별기고」
로 담았다.「커버스토리」
에서

의자료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일반 독자들이 그 전

인 지성이 집필한「특별기고」
, 다양한 경제 현안을

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이태

는“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및 선진화 과제”
를통

체적인 흐름과 문제의식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룬「커버스토리」
,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본「이슈

규)”
,“한₩중₩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해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정

다는 인식 아래 발간되었다. 이를 통해 본원이 지

분석」
, 홈페이지에 실린「KERI칼럼」
, 분기별「경

(송원근)”등을 다뤘다.「KERI칼럼」
은“재정건전

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짚어보았다.「이슈분

향하는‘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경쟁(Free

제전망」
,「추천도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최광)”등 총 10편

석」
은“공정사회와 시장경제(유종일 외)”
,“공정위

Competition),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의기

2010년 2월 발행된 창간호의 구성을 보면,「특

을 실었으며,「경제전망」
은 2/4분기 전망 결과를

항공사 제재, 반경쟁적이며 역차별적(이주선)”
,“한

치 아래 내다보고(
‘窓’
) 논의(
‘論’
)함으로써 자유시

별기고」
는 이승훈 서울대 교수가『시장과 정부』
라

실었다. 마지막으로「추천도서」
에“생존, 그 이후를

₩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

장경제의 발전과 확산을 기하고자 한다. 본원은 끊

는 글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 문제를 정확하게 인

준비하는 한국기업의 성장과제(전용욱)”등 총 5권

사점(송원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회사지배구조

임없이‘내다보고’
‘
, 논의하는’자세를 통해 세계화

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커버스토리」
에서는 경제

을 소개했다.

개혁(신석훈)”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

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선호,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전문가 6인의 좌담회를 통해“2010년 한국경제의

요구의 다양화 등을 반영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두뇌
집단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시장경제연구백서

2010년 10월 발행된 제3호는 김진현 대한민국역

률적₩경제적 분석(변양규 외)”
,“G20 환율 합의의

전망과 위험요인”
에 대해 짚어보았다.「이슈분석」

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의“대한민국에서 산다

배경과 전망(안순권)”등을 다뤘다.「KERI칼럼」
은

은“고용회복 착시현상과 최근 고용사정(변양규)”
,

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자유와 자유시장의 구축 과

“사회주의적 인간을 부추기는 정치권(신중섭)”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

정과 21세기 새 명제에 대한 글을「특별기고」
로했

총 9편을 실었으며,「경제전망」
은 2011년 전망을

언(김학수)”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고,「커버스토리」
에서는“서민정책 중간평가와 개

실었다. 마지막으로「추천도서」
에“한국기업의 성

검토(김현종₩이태규)”
,“한₩미 FTA 추가협의 관련

선방안”
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각종

장과 성과(박승록 외)”등 총 2권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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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별적인 연구 자료와 발간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본원 온라인₩오프라인의 분기별 주요
연구 성과물과 발간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하고 요약함으로써 본원의 관점과 정책적 제안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본 연
구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
으리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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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1. 이사회 및 회장단
◈ 이사회

◈ 회장단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성 명

회사명

회 장

조석래

㈜효성

전경련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전경련 부회장

이 사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상근부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

박삼구

금호산업㈜

전경련 부회장

김준기

동부건설㈜

〃

이웅열

㈜코오롱

전경련 부회장

현재현

동양시멘트㈜

〃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박용현

㈜두산

〃

강유식

㈜LG

신동빈

롯데쇼핑㈜

〃

윤여철

현대자동차㈜

이건희

삼성전자㈜

〃

신헌철

SK에너지㈜

김 윤

㈜삼양사

〃

이승윤

전) 부총리

최용권

삼환기업㈜

〃

라웅배

전) 부총리

박영주

이건산업㈜

〃

윤병철

한국 FPSB 협회

정준양

㈜포스코

〃

김일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류 진

㈜풍산

〃

정갑영

연세대학교

김승연

㈜한화

〃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

김성호

(재)행복세상

허창수

㈜GS

〃

민경국

강원대학교

구본무

㈜LG

〃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최태원

SK㈜

〃

원 장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강덕수

㈜STX

〃

감 사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

구자경

전경련 명예회장

김각중

〃

손길승

〃

강신호

〃

송인상

㈜효성

최종환

㈜삼환까뮤

비 고

전경련 고문
〃
(2011년 1월 1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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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사
회사명
기아자동차㈜

308

성명
서영종

회사명
㈜국민은행

성명
민병덕

회사명
유한킴벌리㈜

성명
최규복

㈜농심

이상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일신방직㈜

김영호

대상㈜

박성칠

㈜노키아티엠씨

티모 엘로넨

일진전기㈜

허진규

㈜대림코퍼레이션

기의석

㈜녹십자

허일섭

제일모직㈜

황 백

대성산업㈜

김영대

㈜대교홀딩스

강영중

㈜진로

윤종웅

동국제강㈜

장세주

㈜대성홀딩스

김영훈

㈜케이씨씨

정몽익

㈜동아일렉콤

이건수

대신증권㈜

노정남

㈜케이이씨

곽정소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대우건설

서종욱

태광산업㈜

이호진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준열

대우증권㈜

임기영

㈜하나은행

김정태

㈜동원 F&B

박인구

대한생명보험㈜

신은철

하이트맥주㈜

박문덕

두산중공업㈜

정지택

대한전선㈜

강희전

한국산업은행

민유성

롯데제과㈜

김상후

대한제분㈜

이종각

한국수출입은행

박동수

삼남석유화학㈜

최재호

㈜대한펄프

윤종태

한국아이비엠㈜

이휘성

삼부토건㈜

조남욱

동부제철㈜

한광희

㈜한국야쿠르트

양기락

삼성생명보험㈜

이수창

㈜동부하이텍

차동천

㈜한국외환은행

래리 클레인

㈜신세계

정용진

동서식품㈜

이창환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두산건설

김기동

한국후지제록스㈜

정광은

아세아시멘트㈜

이병무

㈜두원공조

김찬두

한국휴렛팩커드㈜

스티븐 길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롯데칠성음료㈜

정 황

한일시멘트㈜

㈜우리은행

이종휘

린나이코리아㈜

강원석

㈜한진중공업

김정훈

㈜웅진홀딩스

윤석금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원명수

한화증권㈜

이용호

이수화학㈜

김상범

㈜부영

이중근

현대건설㈜

김중겸

㈜종근당

이장한

삼성물산㈜

정연주

현대모비스㈜

정석수

한솔제지㈜

조동길

삼성증권㈜

박준현

㈜현대백화점

경청호

㈜한진해운

김영민

삼성화재해상보험㈜

지대섭

현대상선㈜

이석희

한화석유화학㈜

홍기준

삼성SDI㈜

박상진

현대시멘트㈜

정몽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삼양제넥스

김 량

현대제철㈜

박승하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삼천리

정순원

현대증권㈜

최경수

현대중공업㈜

이재성

성신양회㈜

김영준

현대해상화재보험㈜

서태창

CJ제일제당㈜

김홍창

㈜세아제강

공원일

호남석유화학㈜

정범식

GS칼텍스㈜

허동수

쌍용양회공업㈜

홍사승

㈜호텔롯데

좌상봉

허동섭

㈜KT

석호익

㈜씨앤해운

임병석

GS건설㈜

허명수

㈜LG상사

하영봉

애경산업㈜

장영신

LS전선㈜

구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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