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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2018

4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경협의 기대가 커
졌지만, 국내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진입하였고 세계경기보다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
습니다. 특히, 지난 해 우리 경제를 견인해왔던 반도체 산업의 성장추진력이 약화되면서 투자와 수출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참사가 자영업자는 물론 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
다.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전쟁과 신흥국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ㆍ중 무역전
쟁은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가전 등 주요 품목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제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로 이어져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
게 만들어 신흥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투자 위축 및
소비 부진, 생산인구 감소, 낮은 생산성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조적 장기침체를 벗어나려면 기업과 정부가 함
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은 연중 시의적절한 정책세미나를 전개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원화강세의 파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달러화ㆍ엔화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어 금융위기의 재연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 및 국제공조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가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또 올해 초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및 우려가 높아졌을
때, 본원에서는 <가상통화 규제ㆍ세제ㆍ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여 입법 회색지대에 있는 가
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4월에는 미ㆍ중 무역
전쟁 관련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ㆍ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를 개최
했고, 6월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성장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
나를 개최하여 인공지능형 반도체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올해의 큰 이슈였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관련하여 본 원은 6월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고, 보유세

6

2018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백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강화에 따른 세부담 분석자료를 근거로 신중한 정책 접근과 거래세 인하를 제안했습니다. 10월에는 체감경
기 악화의 근복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실상은?> 세미
나를 개최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R&D 투자 확대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실증적ㆍ개관적으로 진단하여 사회에 해법을 제안하는 등의 정책연구 활동도 활
발하게 펼쳤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음을 제시했고, <사회복지
지출이 출산율에 미지는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정부의 보육 관련 복지지출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되
지 않으므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를 통해
서는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규제개혁시 지역단위가 아니라 사업이나 기술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ㆍ미 기준금리 역전현상 지속의 영향 및 시사점>를 통해서 한미 금리
차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여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시 참고자료가 되도
록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서는 SW산업의 잘못된 관행인 헤드카운팅을
근절할 것을 제안하여 실제 금융위원회의 정책으로 반영되었고,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통
해서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연구활동이나 세미나와 별도
로 기업, 노동, 4차 산업혁명 등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편향된 상법 개정안을 바로잡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여,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수단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나 근로이사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
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로 인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동 제도가 시장경제원칙에 반하고 기
업경영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건의했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입지 제
한 완화 등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는 핵심 과제 80개를 선정해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인세 부담이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검증하였고, 해외진출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업 U턴을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강조했습니다.
2019년은 한국경제의 힘을 기르고 축적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저성장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제2
의 경제기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이 있는 2019년
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원기업 모두와 힘을 합쳐서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자리잡도록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기업,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 도약의 실마리를 찾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회원기업들의 도약에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황금돼지를 상징하는 기해년(己亥年) 한 해, 황금빛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장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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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ㆍ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과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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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8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ㆍ강화를 위해 전국경제
인연합회 부설 「경제기술조사센터」(1967년)를 확대ㆍ개편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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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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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2월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1984년 11월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1987년 2월

부원장 구석모 취임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1987년 10월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
(회장 유창순)

1988년 2월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89년 2월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90
1990년 2월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1993년 2월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1995년 2월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1995년 5월

부원장 손병두 취임

1997년 4월

본원의 장기발전계획 「KERI Vision 21」
수립 및 CI 제작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1998년 9월

2000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으로 분리 독립

2010

2000년 1월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2010년 12월

외교안보연구실 신설

2000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2011년 2월

제10대 회장 허창수 취임

2011년 12월

2001년 4월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제9대 원장 최병일 취임,
부원장 박대식 취임

2003년 2월

부원장 이규황 취임,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2012년 7월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2013년 12월

2003년 3월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사무실 이전(하나대투증권 8층 →
전경련회관 45층)

2004년 2월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2014년 3월

제10대 원장 권태신 취임

2004년 10월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14년 5월

2005년 4월

「규제연구센터」 신설

부원장 배상근 취임,
미래전략연구실 신설, 사회통합센터 폐지

2006년 3월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2015년 2월

산업연구실 신설

2007년 3월

「경제교육본부」 신설

2015년 8월

노동시장연구 T/F 신설

2007년 4월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2016년 4월

미래전략실 및 공공연구실 폐지,
미래성장동력실 신설

2007년 6월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2017년 3월

2007년 12월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부원장 송원근 취임,
연구본부, 정책본부 신설

2008년 3월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내 경제교육팀 신설

2018년 2월

정책본부 폐지, 일자리전략실·혁신 성장실,
혁신창업 T/F팀 신설

2018년 10월

혁신창업T/F팀 폐지

2008년 12월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2009년 5월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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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모색

기업경쟁력
강화 및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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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다각화 현황과 시사점
김윤경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은 사업간 시너지 효과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다각
화 전략을 사용한다. 한국은 기업의 다각화 외에도 기업집단의 다각화에 대해 주

다각화지수를 통해 2016년

목해 오고 있다. 다각화 현황을 검토하여 기업집단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

민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다

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화를 살펴보았다. 상위 기
업집단이 하위 기업집단에

2. 연구내용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다각

대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는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

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

었고 경제력집중 문제에 있어서도 다각화 문제가 제기된다. 다각화 특성과 경제

히 관련성이 높은 산업내의

적 의미는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으므로 현 시점의 현황과 특징을 점검할 필요가

다각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있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규율 정립에 있어 기초 자료가 필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각화 지수인 주산업특화도, 베리지수, 엔
트로피 지수를 통해 2016년 민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다각화를 살펴보았다. 상위
기업집단이 하위 기업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다각화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특히 관련성이 높은 산업내의 다각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벤처 및 스타트업 활성화에 있어서 대기업 역할이 강조되면서 계열기업의
수 및 다각화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벤처기업 M&A를 적극 장려하며 계열사 증감만으로 경제력 집중 여부를 판단하
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듯이 기업집단의 다각화 논의에 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하
다. 다각화 자체가 아닌 경제력집중, 총수의 사익편취 관점에서 가치판단이 이루
어져야 하며 관련 규율인 지주회사 및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3. 평가
기업집단은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및 위험분산을 추구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공정거래법 규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기업 인수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논의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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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권 제도 개선방안
: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이후의 대책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준선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섀도우보팅제도가 2017년 말 완전히 폐지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지 못하는 회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섀도우
보팅 폐지 이후의 대책과 주주총회 의결권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
도우보팅' 폐지로 주주총회

2. 연구내용

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보완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출석

고 규정되어 있는 1995년에 개정된 현행상법 제368조 개정이 필요하다. 의결권

한 의결권의 과반수만 찬성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써 하

하면 주총결의가 이루어질

여야 하며, 정관의 규정으로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의 수로 완화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정관 변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출석의결권

경으로 결의 요건을 이보다

의 2/3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장하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는 이유로는 첫째,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의

포함해야 한다.

사정족수(Quorum)도 아닌 의결정족수(Voting Requirement)인데, 그런데 이것
이 사실상 의사정족수 가능을 하여 그 미만의 숫자로는 총회결의 성립과 결의자
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졌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각국의 예
를 보면 의사정족수가 문제되는 국가는 거의 없는 점, 셋째로 의사정족수를 규정
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정관으로 가중은 물론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규
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2/3의 수로써 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3. 평가
섀도우보팅 폐지 이후 주식이 널리 분산돼 ‘지배구조가 좋다’고 평가받는 기업일
수록 성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될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입법례와 국내 상법 환경을 감안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대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15

ANNUAL REPORT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의 변화

신현한 | 연세대학교 교수
박지영 | 박사과정
김윤경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지주회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으나, 지주회
사 관련 실증분석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장기적

전환 전후의 기업가치 변화를 분석하여 지주회사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

으로 기업가치는 증가하였으

고자 한다.

며, 개인대주주의 지분가치
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일

2. 연구내용

반주주의 지분가치도 상승하

2017년 9월 기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50개 기업쌍(100개 상장기업)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을 대상으로 전환일 이전과 이후의 기업 가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주

치 증대를 위해서는 규제 중

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수익률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전환이후

심의 지주회사 정책보다는

2개월부터 양(+)의 값이 나타났고, 1년 이후부터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지배구조 선택 기회를 확대

10년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균수익률과 시장수익률 차이인

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가중초과수익률도 유의하게 증가해 시장에 비해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환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주회사와 사업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5% 이상 상승한 기업의 수(1년 후 28개)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주회사 전환이 장기적으로 기
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주회사 전환은 개인대주
주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지분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주회사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과 이후의 개인대주주 및 일반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변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개인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
업은 28개이며,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5개로 분석되었다. 통
계적으로 개인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가치 상승폭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3. 평가
단기적 기업가치 변화를 주로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
사 전환 이후의 장기적 기업가치 변화를 분석하고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가치
변화가 주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주회사 정
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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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
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본 연구는 양국의 법인

한·미간의 법인세율이 역전

세율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과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되면서 미국으로 자본유출이

있다.

심화되어 한국의 투자는 연
평균 4.9% 감소하고, GDP는

2. 연구내용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

된다. 자본유출로 자본 장비

라 미국의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3.6% 증가하고, GDP는 연간 2.7%씩 증

율이 하락하면서 노동생산성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임금은 연평균 0.7% 증가하고 고용은 연평균 818

이 감소하여 일자리는 연간

천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금상승과 고용증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

105천개 감소할 전망이다.

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반대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의 사
용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내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소득감소와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유출은 자
본 장비율(자본/노동)의 하락으로 노동생산성 감소하고 임금과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연평균 0.3%씩 감소하고 일자
리는 연간 105천개씩 사라져 근로소득은 연간 1.1%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으로의 자본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이 가속화된다
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 평가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상정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장책과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본유출을 막고
고용창출을 위한 올바른 법인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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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강화방안 검토 및
정책 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임동원 | 부연구위원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부동산(주택) 보유세의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고 보유세 강화 시나리오의 장

주택 보유세 인상은 재고되

단점과 세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가장 적합한 개편방안을 제언하려

어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불

한다.

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
세 인상’이 필요하고, 재산과

2. 연구내용

세의 균형과 거래 활성화를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강화방안으로는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

위해서 ‘거래세 인하’가 동시

상안, ② 공시지가 현실화안,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안, ④ 세

에 추진되어야 한다.

율 인상안 등이 있다. ③번 방안이 가장 큰 세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며, ①번 방안이 강화방안 중 가장 작게 세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③번 방안
은 2~4년간 146.9~310.5%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다주택자 대상으
로 세부담을 검토한 결과이지만, 재산세는 1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1
주택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등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보유
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입은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인해 민
간소비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택 보
유세 인상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세 인
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총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2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미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거
래세가 인하되어야 한다.

3. 평가
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유세 강화 시나리오의
장단점과 세부담을 중립적ㆍ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경제활동을 왜곡하지 않는 선
에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 관심을 크게 불
러일으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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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임동원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
세의 과세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

한다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증권거래세제를 검토할

에서 양도소득세 확대시기

필요가 있다.

에 맞추어 0.2%, 0.1%로 점
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

2. 연구내용

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해외금융시장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이 높은 점과 주식투자자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

세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자ㆍ배당ㆍ양도소득의 손익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상황

소득세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
세되는 주식투자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
하게 증가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두 가지 세목
중 한 가지만 과세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
며, 2021년 이후 시가총액 기준이 3억원까지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
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
대시기에 맞추어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를 폐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자본이득)
의 손익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3. 평가
증권거래세의 폐지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세제를 검토하고 국제
적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과 연구 결과가 국회, 금융위원
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의 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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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임동원 | 부연구위원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산의 적절한 활용이 저해되
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와 미국과 일본의 입
법례를 비교 분석한 후, 현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려 한다.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제
도 자체, 다른 제도와의 형

2. 연구내용

평,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점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제도 자체, 다른 제도와의 형평,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

이 있으며, 3개국(韓, 美, 日)

점이 있으며, 3개국(韓, 美, 日)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국가들조차도 공

만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 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되어야 한다. 제도를 완화하여 과세표

그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음과 같다. 첫 번째, 현행 상속세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고 세대생략할증과

완화되어야 한다.

세는 유산취득과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는 상호모순적인 관계이
다. 어느 한 제도는 수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상 세대생략할증과
세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
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하여 향
후 세대를 생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현황으로 더욱 부각
될 것이고,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국제조세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완화하여야 한
다. 네 번째, 상속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
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즉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
아자금 등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만큼 비과세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평가
우리나라가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
행하고 있다는 점과 고령화된 사회에서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을
이유로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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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임동원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
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미실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규제 성격을 지닌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강화는 기

이득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강화 논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중과세,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2. 연구내용

중복규제 등 제도의 정당성

근본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

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실현이득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은 징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 과세를 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배
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보다
는 지배주주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일감몰
아주기 과세의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달성가능하므로, 과도한 중복규제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폐지하고 공정거래
법상 규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보완되어야 한다.
첫 번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조정은 불완전하므로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에
달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예외
조항이 없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고려한 과세
예외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강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매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등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것
으로 보이며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3. 평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연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과세 강화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당장 폐지되지 않더
라도 그 과세가 적법ㆍ공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상 합리적인 개선방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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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목적

유진성 | 연구위원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를 기록하면서 OECD는 물론 전 세계적으
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지
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지출의 개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기초생

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활보장, 주택, 보건의료 등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을 유의적

2. 연구내용

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출산율

보고서는 2008~2016년 시도별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액(사회복지, 교육, 보건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

등)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지출액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상되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출은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 1인당 사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복지지출을 10만원 증가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기초생활보장에 지출하면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산율이 0.054명, 주택부문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64명, 보건의료에 대해 지
출하면 출산율이 0.05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출산율 제고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가족 및 여성이나 유아 및 초중등교육
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고용률 증대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오히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율의
증가는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사회복
지지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저출산 제고 등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규제완화,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고용 유연화 정책을 통한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 동시 제고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3. 평가
사회복지지출은 국가예산 가운데 34.1%를 기록하는 등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사회
복지지출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고 평가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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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면서 고용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급측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주

수요측 지원에 대한 이론적·실증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으로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근로장

두고 있다.

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
다. EITC 지원금을 현행보다

2. 연구내용

4,225억원 증액해서 연평균

EITC는 매년 확대되어 왔지만,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

9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지 못하고 있다. 현행 EITC의 수혜금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낮다보니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해 자립하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높다. EITC가 효과적으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점증구간에서 소득대비 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게 하고, 점
감구간에서는 소득대비 정부의 지원 감소율을 낮게 하여 점증률이 점감률보다 2
배가량 높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어 있어 노동공급 유인이 낮
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의 탈수급 유인도 낮다. 우리의 EITC 제도
를 최대급여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면 예산은 1조 7,423억원으로 현
재의 1조 3,198억원보다 약 4,225억원 더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총 고용이 23만
5천명 증가하여 현행 EITC에 비해 연평균 9만 5천개에 달하는 추가적인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의 수요측면을 지원하는 고용주 지원제
도는 2016년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42.9%에 달하고 있고, 법인세
를 납부하는 기업도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약 45%가 고용지
원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수요측지원을 축소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공급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평가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세지원제도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
고 있어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하여 고용-성장-소득재분배가 선순환 되는 구
조를 정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EITC를 확대한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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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의 고용 동향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추나현 |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청년실업률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0년간 업종별 고용 현황을

이에 업종별 일자리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

보면, 제조·건설업은 고용

출하고자 한다.

비중이 감소한데 비해 유통·
서비스 산업은 고용이 빠르게

2. 연구내용

늘면서 비중도 커진 것으로

최근 10년간(2007∼2016년) 코스피·코스닥 비금융 상장기업의 연도별 사업보

나타났다. 고용 창출 효과가

고서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 종업원 수가 매년 증가한 가운데 전

큰 유통·서비스 산업의 제도

체 고용 대비 제조·건설업은 비중이 다소 줄고 유통·서비스업은 비중이 증가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건설업보다 유통·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빠르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 10년간 16개 업종 중 15개 업종에서 고용이 증
가했는데, 그중 연평균 고용증가율 상위 5개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
업 등 유통·서비스업에 해당했다. 개별기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통·서
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더 두드러지는데, 10년 전(2007)과 비교했을 때 고용증가
상위 10개 기업 중 유통·서비스 기업은 3개사에 불과했지만 3년 전(2013)과
비교하면 총 6개사로 유통·서비스업 기업이 절반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
렇듯 10년간 유통·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빠르게 늘면서 비중도 커진 것은 제
조업보다 유통·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반면 높은 고
용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DP 대비 유통·서비스 산업 비중은 해외 대비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 유통업 규제 완화 등 유통·
서비스 산업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업종별 고용 추이를 검토를 통해 유통·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음을 보
이고, 유통·서비스업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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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1. 연구배경 및 목적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근본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산업
구조를 반영한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추정하고 정책방향을

탄력적 근로제를 통한 자본가

모색하고 있다.

동률의 증가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고용은 연간

2. 연구내용

23만 3천명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렵고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어 고용에 따른 고정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산업

용이 매우 높은 나라다. 더욱이 줄어든 급여를 보존해야한다는 노조의 요구 또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은 주로

한 높아 근로시간 단축은 큰 폭의 인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은 제품가격

저임금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

을 올려 추가 노동비용과 줄어든 수입을 보존하려고 하겠지만 가격의 수요 탄력

쳐 소득분배와 소득격차도 확

성을 고려하면 판매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임금상승률이 가격상승률보다

대될 전망이다.

높아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고용은 2019년에
10만 3천명, 2020년에 23만 3천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중소기업의 비
정규직의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니계수는 약
7%, 5분위배분율은 약 2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소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
산성은 평균 1% 증가하고 자본 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근로
시간 단축의 취지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체계개편을 통해 고정
비용을 낮춰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데 초
점을 맞춰야 한다.

3. 평가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시간단축의 다양한 파급경로를 실증증
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단축으로 야기될 고용감소와 소득분
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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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참사와 분배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노동시장과 재화시장, 소득계층별 고용형태 등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면 고용은 2021년까지 47

있다.

만 6천명 감소하고 소득재분
배는 1.23% 악화되는 것으로

2. 연구내용

추정된다. 주휴시간을 최저임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의 일자리가 큰 폭

금이 적용되는 기준시간에서

으로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시간과 소득이 감소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업종

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지난 1분기에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폭으로 확대되더

별·지역별 차등적용을 통해

니 2분기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이 3분위까지 확장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

구조의 특성,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고용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
한다면 취업자는 2021년까지 총 47만 6천명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는 1.23% 악
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준시간에서 단계적
으로 제외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져 2021년까지 누적 고용감소가 24만 6
천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재분배도 0.69% 악화되어 주휴시간을 제외하기
이전에 비해 0.54%p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취지에 맞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존 수단을 활용하고 EITC 확대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월 근로시간 174시간 적용)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여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한
편 단순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3. 평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산업구조, 임금체계에 대한 정교한 분석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기여
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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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납품업체간
판촉 인건비 분담효과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기환 | 부연구위원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간 파견사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강제하는 법안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한 대규모유통업
법 12조 개정 논의에 있어 경제학적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
소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

2. 연구내용

간 파견사원 사용 시 인건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에 파견된 납품업체 종업원은 대부분 판촉활동에 투입되는

분담을 강제하는 법안 개정

데 판촉활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윤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모두에게 돌아가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제학적

만 납품업체만이 종업원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판촉

모형 분석을 통해 인건비 분

사원 인건비를 분담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 납품업체들에게는 독

담 강제의 부작용, 특히 경쟁

이 될 수 있다. 분석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법 12조에 의해 허용되는 납품업체

열의의 납품업체의 이윤감소

가 판촉사원을 파견을 결정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먼저 납품업체와 대형마트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각각 독점인 모형을 분석하고 이를 확장하여 복점 납품업체가 가격 및 판촉활동
경쟁을 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납품업체가 복점일 때 생산비용
과 판촉활동 효과가 이질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정책효과가 납품업체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생산비나 판촉활동 효과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납품업체는 정책 변화로 이득을 볼 수 있으나 경쟁 열의에 있는 납품업체
는 정책으로 인해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 모형 분석 결과 시장에 다양한 납품업
체가 존재할 때 일괄적으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분담하게 하는 정책은 최적 정책
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정책 도입에 앞서 시장 상황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평가
모형분석을 통해 판촉사원 인건비 분담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검토하였고
특히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사이의 50:50 분할 방식이 최적 분할 방식이 아닐 수
있음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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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유진성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7년 7월을 기점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이 경과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1~11차년도 자료와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비정규직보

비정규직보호법은 임금근로

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특

하였다.

히 취약계층에서의 고용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

2. 연구내용

었다. 향후 고용증대를 위해

분석결과 2013~2015년 기간 동안 비정규직보호법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악화시

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선

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의 경우 전체 취업확률을 7.3% 포인트 유의적으

하고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을

로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에서도 전체 취업확률을 8.5% 포인트 유의적으로 감소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구주에 대해서도 전체 취업확률을 6.4% 포인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트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에서의 유의적인 취업확률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비정규직보호법
이 전체적인 취업기회를 감소시킨 가운데 주로 비정규직에서의 취업확률만 유의
적으로 하락시키고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행 직후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비
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차별금
지에 중점을 두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2년에서 4년으로 완
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고용보호도 완화하여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 창출 유인을 높
일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평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
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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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입학 및 취업요인 분석과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유진성 | 연구위원

청년실업률이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2018년 1~8월에는 평균 10%대를 나
타내는 등 청년실업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요인과 졸
업 후 취업요인을 살펴보고 특성화고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률 완화방안을 검

직업계 고등학교인 특성화고

토하고자 하였다.

의 입학이나 졸업 후 취업 등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2. 연구내용

조기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보고서는 2010~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중1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특

가 중요하며, 고졸 취업에 대

성화고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

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절실

등학교 시기의 직업체험 활동은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직업체험 활동에 참여하면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약 20.3~21.6%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인식,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인식이 특성화고 졸
업 후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전문
대 이상일 경우 특성화고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약
39.6~44.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학교 3학년생의 특성화고
진학요인 대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연간소
득이 높을수록, 학생의 평균성적이 높을수록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은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직업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
생은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약
4.2~5.6% 포인트 유의적으로 증가), 미래 진로에 대한 계획이 명확할수록 특성
화고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최대 약 6.7% 포인트 증가)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입학과 졸업 후 취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심
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
가 있으며,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평가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성화고 진
학 및 취업요인을 분석하고, 특성화고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완화방안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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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유진성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 노인가구의 가구특성을 살펴보고 가

최근 10년간 시장소득기준

구별 특성에 따른 빈곤율을 분해한 후 향후 고령가구의 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

빈곤율이 악화된 이유는 높은

사점을 살펴보았다.

노인빈곤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이며, 노인가구의 빈

2. 연구내용

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10년 데이터(2007~2016년)를 이용하여 가구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공적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되었

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다. 이는 최근에 노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0.200 → 0.291) 빈곤율이 높은 노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에 중

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졌기(0.535 → 0.688)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

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수준, 낮
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빈
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axaca 요인분해 결과 이러한 가구적 특성
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83.7%,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9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
인은 가구주의 취업여부(37.9%), 가구주의 학력수준(18.2%), 취업자 가구원 비중
(9.2%)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율의 요인분해 결과,
시장소득 기준 빈곤층 탈출에 있어서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뿐만(상대적 기여
도 44.7%)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1%).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노인가구에서는 근로소득보다 공적
이전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공적이전소득 32.5%, 근로
소득 29.5%). 향후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양질
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적연금·사적연금 등의 제도개
선으로 노후생활 안정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평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가구의 가구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빈곤율의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향후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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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변화
1. 연구배경 및 목적

윤상호 | 연구위원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학계, 정치권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
며 특히 최저임금이 고용,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
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는 지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최저임금 인상 시, 자본이 노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속
화하여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2. 연구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특

본 연구는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하고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

히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

사의 임금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직업분포, 즉 자동화 민감

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해있

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어 여성 근로자에게 영향이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 있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
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0.71%p 감소되는 등 일
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이 여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볼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
는 고용 비중이 11.15%p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
에 여성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현재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일
자리가 기계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
응방안으로서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
그램 정책 강화, 역설적이지만 직종간의 전환이 원활한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
요컨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에 따른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변화를 추정하고 향후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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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D 500대 기업 동향 및
시사점
조성률 |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Global 기업들은 R&D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2017년 세계 50대 혁신기업에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상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가

황이다.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R&D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Global

운데, 미국·일본·중국 등은

R&D 500대 기업을 분석해 한국의 R&D 상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혁신산업 육성과 기술력 확대

한다.

를 위해 활발한 R&D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2. 연구내용

의 R&D 투자는 주요국과 격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과 일본 기업이 Global R&D 500대 기업에서 다

차가 여전히 크며 특정 산업

수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 기업이 46개 증가한 반면 한국 기업은 16개에서 12개

에만 집중되어있다. R&D 투

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 기업의 금액과 비중은 2008년 대비 2016년에 증가했

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세

으나 여전히 주요국과는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은 2016년 전체 R&D 금액

액공제 확대·신산업 육성 등

에서 1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61.3%로 매우 높아서 1위 기업을 제외하고 계산

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할 경우 국가 전체 R&D 금액은 대만보다도 낮다. R&D가 실시되는 산업의 경우
에도 휴대폰·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하는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산업에 75% 이
상 집중되어 다양성이 부족하다. 주요국 R&D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2016년
Global R&D 500대 기업에서 100위 내에 5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과
비교할 때 R&D가 실시된 산업은 6개가 증가했고 기업은 총 46개가 늘어났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인 제약·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등을 비롯해
전 산업에서 R&D가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대비 기업 수가 20여
개 감소했지만 2016년 기업 수 및 R&D 금액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 성
장 동력인 R&D가 더 많이 실시되기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개혁·신산업 육성·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 R&D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평가
우리나라의 혁신기업이 전무하고, 국가 경쟁력이 점점 하락하는 등 미래 성장 동
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Global R&D 500대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 기업
의 R&D 현 주소를 파악하고 R&D 활성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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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동향과 시사점
이태규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혁신 성장을 위한 벤처금융 정책동향과 벤처투자 현황을 일별하고 이
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공급과 금융시
장의 양적·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

한다.

화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강
조되어야 할 금융정책적 과제

2. 연구내용

로서 첫째 M&A 활성화를 통

최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는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활황세를 구

한 회수시장의 확대, 둘째 벤

가하고 있다. 현 정부 벤처정책의 원칙인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이

처기업 경쟁력 제고와 과잉유

제대로 구현된다면 보다 질적으로 나아진 벤처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

동성에 대한 대비, 셋째 벤처

다. 그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보다 강조되어야 할 정

기업 글로벌화 금융지원을 제

책적 과제는 첫째, M&A 활성화를 통한 회수시장의 확대, 둘째, 벤처기업 경쟁

시할 수 있다.

력 제고와 과잉유동성 대비, 셋째, 벤처기업 글로벌화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먼
저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투자 자금회수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경제규모 대비 회
수금액이 매우 낮은 편(2016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의 벤처회수액 비중은
0.06%, 미국은 약 0.29%)이므로 회수시장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회수시
장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벤처투자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경쟁
력이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향후 과잉 유동성에 따른 거품
형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
서 유동성 유입이 지속될 경우 거품형성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정
책적인 노력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이 내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3. 평가
혁신성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벤처투자는 최근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벤처투자 생태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
요가 있음을 본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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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임동원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SW산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
해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있다. SW산업의 활성화를

SW산업 발전을 위해서 헤드

위해서 SW산업의 현황, 문제점 및 공공 SW사업의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사업환

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경 등 여러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가장 시급하다. 기업 측면에
서 불합리한 발주 및 인력관

2. 연구내용

리 관행, 기술자 측면에서 열

SW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 SW기업 및 SW기술자의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 환

악한 근로환경 모두 헤드카운

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업 측면에서 불합리한 발주 및 인력관리 관

팅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므

행, 기술자 측면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모두 헤드카운팅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므

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로,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어서 도급계약상 제안요
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등 기타 발주제도를 개선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SW사업 분야는 혁신방안 및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 관련
하여 모든 부처의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고, 금융 SW사업 분야도 공공 SW사업의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감독기관이나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다
른 민간 SW산업에서도 발주자가 헤드카운팅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SW산업
협회의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와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ICT 분야의 속도를 따라가
지 못하는 입법지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규
제혁신이 필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형SW의 개발비용을 생산성향
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세지원도 상향하여야 한다.

3. 평가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부족, 도급계약상 문제 등을 해결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연구
를 통해 환기시키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 결
과가 금융위원회의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점은 보고서의 큰 성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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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김윤경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3대 정책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규제개혁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정권 초기인 2013년부터 국가전략으로 규제개혁을 국가전략으로 추
진하며 특히 혁신관련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규제개혁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며 특히 혁신

2. 연구내용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일본 아베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일본재흥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전략특

사례를 검토하였다. 규제개혁

구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도입해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기

단위를 전국, 지역, 기업으로

존의 전국 일률적 규제개혁 방식에 지역과 기업제안형을 더해 3층 구조를 마련

구분한 3층 구조를 마련한데

한데 의의가 있다. 먼저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를 한

이어 올해 세계 최초로 전 산

정하여 암반규제를 개혁하고자 했다. 규제개혁 메뉴 중 하나로 근미래기술 분

업 대상의 규제샌드박스를 도

야를 지정하여 승인 지자체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율주행과 드론

입하였다.

이 대표적이다. 둘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그레이존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
제도는 기업의 제안으로 운영되므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다. 기업은 규제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실험을 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성장전략을 일본재흥전략에서 <미래투자전략 2017>으로 변경하며
2018년 「생산성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제시하였다.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과 국제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 의의가 있다.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해보는 것’이 가능하므로 새로
운 기술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데이
터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3. 평가
규제개혁의 전략적 방법론과 함께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내 규제개혁이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 도입에 머무르기 보다는 규제개
혁의 체계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촉구한 데 의의가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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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이태규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완화 법안이 지난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법적 토대는 마련된 상황이다. 따라서 본

해외 사례를 보면 인터넷전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은행의 성공 여부는 기존 은

찾고자 한다.

행들에 비해 얼마나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느

2. 연구내용

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다양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 기반 벤처은행 – challenger bank – 과 산업융

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인터

합(특히 금산융합)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존하고 있다. Challenger bank의

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경우 기존의 전통적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

는 진입규제 완화, 수수료 통

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융합형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과 은행을

제관행 철폐 등 제도개선이

결합시켜 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전

필요하다.

문은행의 성공여부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
다. 기존 연구에서도 미국의 퇴출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부분은 기존 은행과 차
별화된 고객기반을 가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해외 사
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이자수입 비중이 높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인
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은행산
업의 리스크도 헷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시장진입 및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를 위해 명시적·암묵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있
어 특정 기업 – IT 기업 - 을 우선시 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예
대업무 외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수료와 같은 대표적
비이자수익에 대한 암묵적 가격규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3. 평가
기존 은행에서도 비대면업무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전문은
행이 성공하려면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해외사례 분
석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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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양은연 | 과장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자 한·중·일이 주도하고 있는 배터
리 시장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진입하는 등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현주소

중국의 시장지배력과 일본의

를 진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제안하고자 한다.

기술력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
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2. 연구내용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 핵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이며, 전기차 시장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빠르

심재료 안정적 확보 및 내수

게 성장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중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하락하

원 강화가 필요하다.

고 있다. 산·관·학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내 배터리 산업의 가
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세계 시장 경쟁이 과열되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며, 가
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자
국 산업 보호정책과 가격 경쟁력, 일본의 기술 경쟁력 사이에서 고전을 겪고 있
는 국내 업계가 향후 배터리 시장의 공급 확대와 기술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문 R&D 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 향상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
도록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자원외교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세제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국내 전기차 시장을 촉진함으로써 배터
리 및 연관 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평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하
락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할 애로요인과 정책과제를 산·관·학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발굴·제언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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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재원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를 강
행한데 이어 지난 5월 23일에는 미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무역확장법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232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실제 적용될 경우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자

를 분석한다.

동차 부품 등에 미 무역확장
법 232조 적용을 통한 고율

2. 연구내용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을 통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의 시나리오별 파급

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적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부품 교역국들을 중심으로 (1) 미국이 수

될 경우 시나리오별로 한국

입산 자동차/부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2) 최근 USMCA 체결을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

완료한 캐나다, 멕시코가 면제되는 경우, (3) 캐나다, 멕시코, EU가 면제되는 경

과를 분석하였다.

우, (4)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 면제되는 경우, (5) 캐나다, 멕시코, 한국이 면제되
는 경우, (6)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이 면제되는 경우, 또 각각의 경우에 미국
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와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등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한국이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생산, 무역 등
에 있어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
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
우 자동차 산업부문 총생산은 8.0%, 무역수지는 98억 달러 까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계산하여 자동차
산업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
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
려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평가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에 따른 제반 시나리오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크게 악화시킬 수 있음을 계량적
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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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점검
박병준 |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북핵 리스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등급
이 떨어질 경우 해외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

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로 국가

미 현재의 국가신용등급에 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가 신용

2. 연구내용

등급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의사를 강하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게 갖고 있지 않았다. 3개 기관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를 현재 혹은 미래의 신용

정부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슬기롭게 해결하여 신용등급

한국 경제의 강한 회복세, 견고한 펀더멘털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려면 여타의 긍정적 평가요소들

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중대한 사건·사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로서는 군사적 충돌, 북한 정권 붕괴 등의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
다고 밝혔다. 주식·채권시장 및 외환시장 역시 리스크 고조에도 불구하고 안정
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현재의 신용등급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분석 결과, 한국은 국가신용등급 상위 11개국 중 객관적 경제지
표 측면에서 3위를 기록했으나 실제 신용등급은 9~11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지
표 외 주관적·비경제적 변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그 대
표적인 변수는 다름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임을 알 수 있다.

3. 평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한미 FTA 때문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하여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
인 협정임과 동시에 오히려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큼을 계량적으로 제
시하였다.

44

2018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백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미국이 금년 내 금리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
고,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보고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미국의 금리인상 후 원·달

하였다.

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
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

2. 연구내용

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 한국

보고서는 통화정책반응함수, 필립스곡선, IS곡선 등으로 구성된 개방경제 신케인

은 투자활성화로 불황형 경상

지언 모형을 이용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

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신뢰

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금리 인상시 자본유출

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

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엔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

책의 운신의 폭을 확대할 필

가 되어 원·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요가 있다.

한국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일 간 환율변동의 차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일간 신뢰와 한·미간 신뢰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중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환율·통상 압력에 한국이 희생
될 우려가 있으며, 미국 금리 인상,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금년 하반기
부터 자본순유출로 반전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시 외환보유액이 약 1,200억 달러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부족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거주자의 자본유출, 해외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단기상환분, 환율급등 시
시장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외환
위기를 막으려면 한·미, 한·일 통화스왑이 중요하지만 최근 대외관계를 감안할
때 2008년처럼 한미통화스왑이 가능할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며. 한일통화스왑
재논의도 쉽지 않은 여건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평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국제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
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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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재조명을 통한
신남방정책의 시사점
오경수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작년 말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한-중 무역 규모만
큼 확대하겠다는 ‘新 남방정책’을 선포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현황 및 경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FTA 체

협정 동향 검토,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협력 방안 간의 우

결보다는 중국-일본을 포함

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역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 다자간 경제협력의 방식에

했다.

서 가장 높은 효용을 얻게 되
므로 아세안과 중국이 이끄는

2. 연구내용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아세안은 2016년 기준 인구 6.34억, GDP 2.55조 USD의 거대 경제공동체로

는 것이 가장 경제적 효용을

201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5.5%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유망 시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보여

장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

진다.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를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각각 양자협력을 맺는 아세안의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과 모
든 국가가 다자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CGE
모형에 적용하여 경제적 영향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아세안의 입장
에서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네트워크 전략인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형태의 경제협력 구조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혜택을 달성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FTA 체결보다는 중국-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경제협력의
방식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다자간 자
유무역협정보다는 아세안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 평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중국이 이끄는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는 정책제안을 도출했
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이해와 RCEP 등 아세안 시장을 둘러싼 다자협상의 적극
적인 동참을 통하여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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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구조변화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승석 | 부연구위원

우리경제는 두 번의 위기(외환위기(1997~1998)와 금융위기(2008~2009))를 거
치며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하향추세는 금융위
기 이후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급변과

최근 우리경제 실물변수의 흐

정에서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에 변동성을 유발하는 동인들을 파악해 보고, 해당

름은 가격변수의 변화에 대해

동인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여부를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수량적으

과거와는 다소 상이한 흐름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고
려하여 가격변수가 실물변수

2. 연구내용

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되는

역사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총수요 측면 보다는 공

전달경로에 구조적 변화가 있

급측면의 생산성충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공급충격은 축소된 반

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

면 유동성충격의 영향이 큰 폭으로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

가격변수의 변동성 증가가 추

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볼 수 있으며,

후 거시적 펀더멘탈에 미칠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공급충격이 경기반등(resilience)을 전혀 이뤄내지 못하

파급효과를 시계열 분석 기술

고 있는 모습은 저성장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물충

(Severance method, TVP-

격이 아닌 금융충격이 실물경기변동의 상당부분을 설명하게 된 상황은 향후 국

VAR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경제에 급격한 변동성이 다시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미 자율화·개방화 된 금융시장의 특성상 정부당국의 재량적 개입
여지가 좁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생산부문의 투자활력을 낮
추는 세제개편과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정책의 방향은
우리경제의 정형화된 특성과 우리경제가 현재 직면한 처지에 적절치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3. 평가
현재 우리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총수요측면 보다는 공급부문의 생산성 증
대를 통한 경제의 활력의 제고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평가된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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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시사점
이태규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은 대·중견기업보다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자
금조달의 변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혁

금융의 경기순응성은 중소·

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벤처기업에 있어 중요한 경영

정책적 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스스로 자금공급자에

2. 연구내용

게 경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벤처투자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개하여 관계금융을 강화하여

에 있어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야 하고 정부는 정책금융을

의 경우 경기하강기의 경기순응성이 경기상승기보다 커 비대칭적 경기순응성이

경기역행적으로 운영하여 경

확인되었다.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선 관계금

기순응성의 위험성을 감소하

융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으로서는 자금공급자와의 관계금융 강

여야 한다.

화를 통해 장기적이며 일시적 경영상태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금융거래를 유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자금공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계금융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관계금융
을 통해 성과를 내는 금융기관을 우대함으로써 관계금융 강화에 대한 금융기관
의 인센티브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정책적 방안으로서는 정책금융을
경기역행적 또는 최소한 비경기순응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정책금융을 경기
역행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경기역행적 자금운용으로 인해 경기하강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손실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

3. 평가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지속적 확대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
하강기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급속한 유동성 축소가 예상되므로 본 보고서는 이
같은 자금조달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차원의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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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
지속의 영향 및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승석 | 부연구위원

美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 반면, 한국의 기준
금리는 동결기조를 유지해 온 바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유입된 외국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본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

보고서는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금리역전현상의 지속 및 확대가 외국인자

른 금리격차 확대가 우리나

본의 유출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외국인자본 유출

라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있는

의 최소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에 미치
는 영향을 시계열분석(VAR:

2. 연구내용

Vector Auto Regression)을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국내총생산-원달러환율-한미금리차-외극인투자로 구성

통해 분석한 결과, 금리역전

된 4변수 VAR모형과 VIX index를 추가한 5변수 VAR모형이며, 식별된 거시적

현상의 지속은 외국인투자,

충격은 '금리차 충격‘, ’생산성 충격‘, ’변동성 충격‘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

특히, 포트폴리오(주식, 채권)

미간 금리차이에 의한 외국 자본유출 규모는 금리차 0.25%p 당 15조원(GDP 대

투자자본의 유출압력을 상승

비 0.9%)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부채성 자금인 외

시키며, 역전현상 장기화로

국인 채권투자가 주식투자나 직접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유출을 보이는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성 충격과 해외 자본시장의 변동성 충격에 대한 외국인

위험에 노출될 경우 자본유출

자본의 유출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충격에 대해서는 10조원, 변동성 충격

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에 대해서는 12조원 정도에 이르는 유출입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격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유출규모는 ‘해외변동성충격>생산성충격>금리차충
격’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리역전 보다는 국외 자본시장의 변동성 변화나
국내 산업경쟁력이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에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3. 평가
하강국면에 접어 든 국내경기를 감안할 때 한·미간 금리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
본에 대한 유출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금리역전이 장기화될 경우 높아지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외국계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한 우
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수량적·계량적으로 밝힌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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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장경제 블
록」과 「국가자본주의」의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상대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관세전쟁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협조적 최적관세율은 각각
현행보다 7%p와 5%p를 인

2. 연구내용

상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본 연구는 관세 조정을 통해 비교우의를 추구하는 교역조건의 외부성 뿐만 아니

최적관세 수준이며, 중국은

라 생산거점 이전을 통해 기업(산업)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거점의 외부

과도하게 대응하여 관세율을

성 모두를 내재화한 글로벌 CGE 모형을 구축하고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미중 무

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

역전쟁을 분석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로 알려진 비협조적 Nash 균형에서도 양

이다. 우리는 무대응이 최적

국의 최적관세율도 미국은 7%p까지 중국은 5%p까지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추

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된다. 미국이 중국에 비해 경제규모와 산업별 시장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관세
율 조정에 따른 외부성 효과가 커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중무역 전쟁으로 미국은 관세율을 7.5% 인상했고,
중국은 23% 인상했다. 미국은 최적관세율까지 인상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중국
은 과도하게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보복
성으로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
역전쟁에 대응한 우리의 최적 관세율은 현행보다 약 2~3%p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보복 없이 우리의 관세조정을 허용하는 협조적 게임 하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보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미중 무
역전쟁에서 우리의 최적 대응은 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3. 평가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보복을 최
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게임이론에 입
각하여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살펴보고 최적대응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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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재원 | 연구위원

한국의 경우 한미 FTA가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TPP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혜
택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TPP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 발효된 한미 FTA 효과를 반영한 TPP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를 분석한다.

놓였으나 일본의 주도로 미국
이외 11개국 간 CPTPP가 체

2. 연구내용

결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TPP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크게 (1) 미국을 제외한

향후 시나리오별 TPP의 한국

11개국 간 CPTPP 발효, (2) 미국이 복귀하면서 12개국 간 TPP 발효, (3) CPTPP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에 한국 참여, (4) 미국 포함 TPP에 한국 참여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보았는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에

데, 특히 이미 발효된 한미 FTA 효과를 반영하여 각 시나리오가 한국의 각 산업

참여할 경우 가장 긍정적인

에 미칠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해 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에 참여할 경우 한미 양국 모두
에게 가장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었다. 한국의 전체 산업 총생산은 TPP에
한국이 불참할 경우 감소하며, 참여시 증가하는데 증가폭은 TPP에 한미 양국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 더욱 커져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양국
이 TPP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 양국의 경상수지는 크게 개선되어 한국은 266억
달러, 미국은 1159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국의 경우 한국의 참
여 없이 홀로 TPP에 복귀할 경우 경상수지가 오히려 약 184억 달러 악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산업 및 무역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보완관계
및 외부경제 효과가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대체관
계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평가
한미 양자간 FTA 효과와 다자간 메가 FTA 효과는 별도로 한미 산업 간 존재하
는 보완관계 및 외부경제 효과 등으로 양국이 동시에 TPP에 참여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가장 긍정적인 추가적인 파급효과가 가능함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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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정재원 |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 경제
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CEP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

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는 1차적인 파급효과는 물론 거시 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총체적으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

로 살펴본다.

기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
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

2. 연구내용

에서는 RCEP 체결이 한국 경

FTA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GDP, 무역수지, 사회후생 등 직접

제에 가져올 직접적인 파급효

적인 파급효과 분석에만 집중하였지만 한국과 같은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소규

과는 물론 향후 한국의 거시

모 개방 경제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개선 등 간접적인 파급효

경제 안정성에 미칠 긍정적인

과가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특히 RCEP이 체결될 경우 한국 경제와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밀접한 연관성을 띄는 아태지역에서의 거대 경제권 형성으로 역내 생산 및 무역
구조 등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구
축하여 분석한 결과 RCEP 체결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같은 큰 대외 교역환경
악화에도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중 무역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RCEP 이전의 한국 경제
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75%의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는 한편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CEP 체결로 성장효과, 후생효과, 무역효과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3. 평가
기존 연구들이 FTA 체결에 따른 GDP, 수출입 변화 등 1차적인 파급효과 분석에
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RCEP과 같은 대규모 메가 FTA 참여와 이에 따른 역내외
산업 및 무역구조 개편에 따른 중장기적 거시경제 안정성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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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관련 정책 및 이슈 대응
1)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반기업정서 완화
(1)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낙수효과 무용론과 기업이 전체 소득 중 가계 몫을 빼앗는다는 인식이 국민 전반에 퍼져 있고,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원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높은 매출액을 올리면서도 협력사나 이해관계자와 나누지 않고 기업 내
부에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오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널리 통용되는 ‘경제적 가치’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에서 관련 항목들을 조사하여 20대 기업이 매출액의 2/3를 이해관계자와
나누고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100원을 벌어 50원을 협력사와, 9원을 임직원과 3원을 정부와 2원을 주주와 나누는 등 쉬운 숫
자를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20대 기업이 낸 법인세와 조세공과금이
28.5조원으로 2018년 서울시 예산과 비슷한 수준을 세수로 납부하고 있으며,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정부의 2018년 혁신성장 동력 및 R&D 관련 예산과 비교하는 등 기업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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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매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창출한 가치를 사회적으로도 공유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기사화되었고 포털사이트 메인에 노출되어 국민의 인식을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대국회 소통 시에 기업의 국가 경제적 역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2) 경제정책 기조 전환
연초 한국경제의 3%대 성장 등 장밋빛 전망으로 기업에 여력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고,
경제정책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도 당위성을 앞세우는 기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경제 착시를
바로 보고, 기업의 현실을 바르게 알려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대응논리를 쉬운 프레임으로 정리한 후,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에 대
해 전문가의 논리 검토로 보강하고 데이터 분석 등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자료를 작성하여
오피니언 리더에 전파하였습니다. 관련 언론기고 등을 통해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함을 알리기 시
작하였습니다.
연초부터 미국 통상압박이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떤 부담이 초래되는지 알렸
습니다. 일자리와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적시에 분석하고, 정부대응을 촉구하는 대미통상전
략 긴급점검 세미나를 개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정부 관련부처에 자료가 전달되었습니
다. 수출을 낙관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올해 수출환경을 진단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보도를 통해,
단기적 수출호조에 따른 경제 착시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업의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올해 1~3분기 상장사 실적은 총
액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2사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에 그치는 수
준이었습니다. 총액이 아닌 개별 기업으로 볼 때는 상장사 절반은 매출액이, 60%는 영업이익이 감
소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기사화
하여, 응답기업의 51%가 내년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새해에도 기업의 어려움과 우려
가 크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Part. 2 경제정책 동향 및 이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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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정책 기조가 우리 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진 전제 위에 추진되었음을 알리는데도 주력하
였습니다. 소득 증가폭에 비해 소비 증가폭이 부족하고, 다른 계층에 비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부족해 임금 인상이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소득이 증가해도 상당부분 해외소비로 유출되
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물가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조사결과를
연중 지속적으로 언론에 홍보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형성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들어 어려워지는 경기와 일자리 사정으로 국민들도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고, 7명이 내
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문결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국민의 입장에
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힘
쓰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바람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정책당국 내에서도 정부 정책기조의 속도에 대해 돌아보고 정책의 보
완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안이한 현실인식과 시장과 동떨어진 처방으로 전문가들의
우려를 샀던 경제정책 기조는 연말에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활력과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내년도 경영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 건의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이 크게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회원사들이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
책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대정부 및 국회건의, 언론보도 등 다방면
채널로 R&D 투자와 관련한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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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18년 세법개정건의(기재부 제출)’ 관련 기업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성장 R&D 세제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신성장 R&D’의 중요성이 커지
고 신성장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지원하는 세제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
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대비 R&D 지출비율, 연구전담부서 설치 등 공제요건이 까
다롭고,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들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
았습니다. 신성장 R&D의 경우 일반 R&D에 비하여 R&D 지출 세액공제율이 10배 이상 높고, 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5배가 높아 제도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파악해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례를 수집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
였고, 검토결과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개선건의서(4
월)’를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신성장 R&D 세제 4가지 개선안 제
안(4/19)”을 보도하여 정부와 언론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정책간담회, 의원 주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세제개선 필요성을 발표하여 조세전문가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기업 R&D 투자공제율 9.4%, ’13년 대비 2/3 수준으로 감소(7/12)” 보도로 R&D 세제정책의
현황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하여 열악해진 R&D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연이어 기획
재정위 의원실에 해당 보도내용을 담은 법안발의안을 제출하여 일반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
안이 실제 발의(7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상당부문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신성
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이 확대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들이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신성장 R&D 시설투자를 받기 위한 매출대비 R&D 지출비율 요
건이 대폭 완화(5%이상 → 2%이상)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뽑은 대표적인 공제 걸림돌이었
습니다. 셋째, 5G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5G는 4차 산업의 인프라로 연관 산업
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대규모 투자가 예상돼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1% 공제율 대
신에 2∼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세법개정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가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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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산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가산세율이 연 10.95%에서 연 9.13%으로 1/6 만큼 경감이 된
것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회원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매년 대정부 세법개정건의 제출과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세율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도 조세정책심포지엄(4월) 발표와 “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안 제안(7/26)”
보도로 현행 가산세율의 문제점과 인하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조세정책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220개의
개선과제가 담긴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다수의 건의가 세법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후속으로 정부 요청에 대응하여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일몰연장’,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 확대’ 정책 자료를 제출하였고 실제 세법개정에 반영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특위, 내수 살리는 세제정비 필요(5.23)” 보도에서 침체된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기 위
한 소비친화 세제개선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언론에 임팩트 있게 작용 했습니다. 특히 ‘차
량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은 실제 세법개정에 반영되었고 ‘비과세급여 인
상,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의견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현실과 이
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업3대 승계가 어려운 상속세제(10/25)’ 언론 기
고와, ‘상속세 및 가업상속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를 의원정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 증가현실에 대하여 국민 공감대를 확
산시켰습니다. “2018년 상반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인세부담 역전됐다(9/28)” 보도로 한·미 대
표기업들 간 법인세부담 역전사례를 소개하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법인세 인
하 트렌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수입, 5년 만에 약 100조원 늘어난 302.5조원
예상(8/23)” 보도를 통해 올해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그 중 법인세 부담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민간의 세 부담을 낮추어 소비를 촉진시키고 투자를 확충하
는 것이 경기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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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구조 규제 강화 대응
2018년에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려는 국회,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18년 12월 기준으로 상법 개정안이 47개 계류되어 있는데, 이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이 36개로 대다수이고, 규제와 무관한 법안이 7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 법안은 4
개에 불과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의가 규제 강화에 치중된 것을 알 수 있다.

20대 국회 발의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항목
경영권 방어장치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권한

대주주 경영권 제한조치 도입

대주주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회사 분할시 자사주 신주배
정금지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안정 장치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폐지
•주주총회 의결요건 완화

•근로자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요건 강화
•이사 책임 확대
•집행임원 의무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다중대표소송 도입
•대표소송 활성화
•회계장부열람권 허용 등 소
수주주 권한 확대

올해 4월 법무부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은
주주가 비상장 모회사 지분 1% 또는 상장 모회사 0.001%를 보유하고, 모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
유한 자회사에 대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집중투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에 대해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
리선임하는 방안, 전자투표제는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쉐도우보팅
폐지로 인한 상장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주주총회 시 의결정족수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
장을 표명하였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들은 해외 다른 국가에 도입하지 않거나 소수 국가만 도입하는 제도로 글로벌 스
탠다드와는 거리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의 투기자본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 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든다는데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적은 금액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소송에 휘말리게 하
고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간섭도 가능하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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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회가 경영권을 차기하기 위한 주주들 간의 전략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결국 기업
경영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도 1940년대 22개 주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
했지만 기업사냥꾼들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대다수 주가 임의규정으
로 전환했다. 일본도 주주 간 파벌 싸움이 극심해져 1974년 집중투표를 회사 자율에 맡기게 되었
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칠레, 멕시코에 불과하고 이들 나라들은 차등의
결권과 같은 경영권 안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 간 제도상의 무기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는 경우 적대적 M&A에 취약해 질 수 있
다. 현재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받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2004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에서 소버린은 펀드를 5개로 쪼
개 2.99%씩 보유한 후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측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감사위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자 의무화, 감사위원 분
리 선출 등을 입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20대 국회에서 발의·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개별 제도들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 기업이
안게 될 문제점들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들을 다각도로 점검하였고 이를 각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상법에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중 19
개 기업에서 외국계 투기자본 입장을 반영하는 감사위원이 선출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아울러 다
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시 상장 지주회사 90곳의 주식을 1주씩만 매입해도 1,188개사의 임원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 법무부와 여당의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 기업들은 외국 투기자
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여론화했다. 한경연의 이런 분석 결과는 정부가 추진
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정책이 정책 목표는 실현하지 못하면서 외국 투기자본에게만 유리한 환
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가 되었다. 한경연은 한국상장사협의회, 중견기업연합
회, 코스닥협회 등 타 경제단체들과도 공동으로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했다. 우선 8월에 극회 정
갑윤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
하였고,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참여하여 세미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1월에는 상법 개정안 관련
경제단체 공동 건의도 추진했다. 이런 경제계 입장이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되면서 결국 하반기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최근 미국 헤지펀드 엘리어트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기획의 합병을 문제 삼아 ISD 소송을 제기
하고,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투기자본의 국내 대표기업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경연은 최근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적대적 경영개입이 급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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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기업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그 어느 시기보
다도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
단이 다각도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영권이 국내외 투기자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
다는 점을 널리 알렸고 원장 등 주요 인사의 기고를 통해 기업 살리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기업 경영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알려서, 정부의 지배구
조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맞아 당시 시스템적 금융 위기를 겪었던 주요국들의 경제회복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적 금융위기를 겪으면 이를 회복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밝
혔다. 한국이 결코 경제위기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혁신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들과 해외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
단들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도 병행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국가들의 입법 상황과 글로벌 기업
들의 경영권 유지 장치 등에 대한 연구용역사업도 진행했고 글로벌 시총 상위 기업들의 경영권 방
어 장치들도 점검했다.

4) 공정거래 규제 강화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현행 공정거래법이 변화된 경제여건과 공
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명목 아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을 추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3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 금년 7월에는 특위차원의 전면개편안을 마무리
하였다. 공정위는 특위에서 논의된 전면개편안을 기초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이를 입법 예고하였다.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정위가 언급한 추진배경과는
달리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제한 등 기업집단 규
제강화와 과징금 2배 상향조정, 정보교환행위의 합의존재 추정 등 규제강화 일변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Part. 2 경제정책 동향 및 이슈 대응

63

ANNUAL REPORT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규제강화 주요내용
구분

기업
집단
법제

경쟁
법제

지주회사(18조)

•신규 지주사 의무 지분율 강화 : 상장 20% → 30%, 비상
장 40% → 50%

일감몰아주기(46조)

•상장·비상장회사 규제기준 20% 일원화 및 규제대상 자회
사 포함

공익법인(24조, 28조)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 원칙 금지, 상장사
에 한해 15% 한도 내 행사 허용

해외계열사 공시강화
(27조)

•동일인에게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해외 계열사 현
황과 국내 계열사 출자 해외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공시
의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인정 축소(23조)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 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신규 지정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
출자 의결권 제한 (22조)

•새로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

전속고발제 폐지(43조)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 고발제를 폐
지, 공정위 고발없이 형사처벌 가능

정보교환행위 합의존재
추정(39조)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필요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사업자간 합의존재를 법률상 추정

과징금상향조정
(8, 37, 42, 49, 52조)

절차
법제

주요내용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105조)

•피해자가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손배소시 자료제출 명령
(108∼111조)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 지원을 명목으로 담합 및 불공정거
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필요 시 영업비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가능

예를 들어, 신규전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강화는‘18년 5월 기준 18개 대기업집단이 지주
회사로 전환할 경우 26개 상장계열사에 대해 31.3조원에 달하는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만
일 추가 지분 확보에 필요한 31.3조원을 전액 시설투자 한다고 가정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는 취업기준 41.1만개, 고용기준 30.9만 개이다. 따라서 신규 전환 지주회사 기업집단에 대한 지분
율규제 강화는 최대 4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 또
한, 입법 예고안대로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2배로 상향 조정될 경우 추가 과징금 부과예상
액은 1.7조원에 달하게 되어, 이를 시설투자에 투입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최대 2.2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규제기준을 상장, 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
원화하는 것은 정책에 순응하여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지주회사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며, 일감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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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기 정책은 자회사 지분축소를, 지주회사 정책은 자회사 지분 제고를 각각 강요하게 되어 정책
간 충돌로 인한 기업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총수지분 매각 시 주가하락으로 소액 주주피해, 배임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해외사례가 없으며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집
단을 지배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과잉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응하여 49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
수입 상황 등을 분석하고 기업 재단의 활발한 사회공헌을 위한 규제완화를 촉구하였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미국의 포드, 독일의 보쉬 등 해외 주요기업들도 공익재단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
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의견수렴과 절차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
다. 우선 5.5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안에 전년개편 특위구성(’18.3.16)에서 입법예고까지 급박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특위구성(’18.3.16)에서 특위 최종보고서 발표(’18.7.27)
까지는 4개월 11일, 특위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입법예고까지는 5개월 13일의 짧은 기간을 할애하
는데 그쳤다. 이처럼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면서 특위구성에서 입법예고까지 6
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에 급박한 개정을 추진한 것은 경쟁법 전면개정에 4∼5년 정도 소요되는 외
국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공정취인위원회(일본 공
정거래위원회)는 ’73년에 태스크 포스를 구성, 다음해인 ’74년 중간보고서를 통해 카르텔과 독점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은 ’77년에야 이루어졌다.

공정위 주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관련 주요일지
구분
논의대상
선정의견
수렴

공정위내부

‘18 .2. 1∼2. 8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

‘18. 2. 21∼
3. 8

특별위 운영

토론회·
간담회

일자

‘18. 3. 16∼
7. 27

주요내용
•공통사항 1개, 경쟁법제 6개, 기업집단법제 5개, 절
차법제 5개 과제 등 17개 과제를 전면 개편 특별위
원회 논의 대상으로 선정
•1차 전체회의(‘18. 3. 16) 이후 2회 전체회의 및 21차
례 분화회의 개최(경쟁법제 8회, 절차법제 6회, 집
단법제 7회)

특위 주관

‘18. 6. 28, 7. 6

경쟁법제 및 절차법제(6. 28), 기업집단법제(7. 6)

국회 주관

‘18. 7. 9, 7. 18

•최운열·김한표·채이배 의원(7. 9),
김종석 의원(7. 18)

경제계 주관
학계 주관
공정위 주관

입법예고

‘18. 7. 24∼
7. 25
‘18. 6. 15∼
6. 19
‘18. 7. 17∼
7. 26
‘18. 9. 28
‘18. 8. 24∼
10. 4

•대한상의 주관 토론회
•경쟁법학회(6.15), 산업조직학회·고대ICR(6. 18∼19)
•로펌간담회(7. 17), 언론간담회(7. 25∼7. 26)
•공청회 개최
* 개정안 관련 의견 ‘18. 10. 4일까지 공정위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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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이처럼 규제강화 일변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첫째,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입법 예고안과 관련하여 회원사와의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
여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건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월 23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위에 20개의 재계의견을 전달하였
고, 3월 8일에는 공시제도 관련 회원사 애로개선을 위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편 자문단을 추천
하였다. 뿐만 아니라 10월 1일에는 주요 그룹사를 중심으로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한편,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공
정거래법 개정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지주회
사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규제항목별로 국내외 관련사례를 모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였다. 3월에는 대기업집
단의 내수매출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매출을 통해 많은 이
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론에 홍보하였다. 4월에는 대기업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홍보하였고, 지주회사 및 총수경영
의 장점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추진하였다. 또한 8월에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에 대한 다양한 기
여도를 분석하여 홍보하였다. 특히, 대기업 그룹의 수출과 투자가 전체의 66.3%, 71.4%에 달하는
등 대기업 그룹의 경제전체에 대한 기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제 폐지 시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홍보와 언론기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12월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글로벌 기업들 사례에
비추어 보아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홍보하였다.
셋째, 지주회사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익법인, 과징금 상향조정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회 상임위 주요 의원실에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우려되고 있는 규제강화 위주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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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합업종 및 불공정거래 행위규제 대응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대응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생계
형 적합업종 제도의 보호대상은 소상공인이고, 지정·관리의 주체가 정부이며, 행정명령에 의해
대기업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보호대상이 중소기
업이고, 지정·관리의 주체가 동반위이며, 권고에 의해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제한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은 2017년 1월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훈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으며, 야당은 대응법안(정유섭의원 대표발의)을 같은 해 12월에 발의하였다. 한
경연은 동제도가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부활이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임을
들어 초기에는 도입을 반대하였다가, 정부·여당의 강력한 도입의지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 침
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도도입에 따른 기업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기업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도입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고민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제정 과정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의견개진, 세미나 개최, 동반위·국회
등에 대한 의견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한경연은 신청대상 품목과 신청자격
제한, 동반위 사전개입 기능부여, 중기부 심의위원에 대한 전경련 추천권 부여, 소상공인육성부담
금 삭제, 대기업등에 대한 사업철수의무 삭제, 이행강제금 대폭 완화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훈의원안과 정유섭의원안 그리고, 최종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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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안 비교
이훈의원案

정유섭의원案

최종 법안

•[신청대상품목] 제한無
* (수정안, 당정): 중기만료
품목으로 하되, 상생협약
품목도 포함

•중기적합업종 만료품목
* (수정안):
① 상생협약 품목 제외
② 중기만료 품목 아닌
경우의 신청조건은
대기업 인수·개시에
따른 현저한 피해
발생 및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

• 중기적합업종 만료품목
*① 상생협약 품목 제외
② 중기만료 품목 아닌
경우 신청조건은
정유섭 수정안과
동일하나 대기업
인수·개시 외에
확장까지 포함

•[신청자격]소상공인:
소상공인단체
* 소상공인 1명도 신청 可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정회원)

•소상공인단체
* 소상공인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반영

동반위
사전심의
·추천기능

•미부여
* 신청 시 중기부 심의위원
회로 바로 회부

•부여
→ 동반위 심의·의결 후
추천

•부여
* 단, 동반위 의결기능은
중기부 심의위와 기능
중복으로 불가

•삭제
→ 이행강제금 두더라도
이훈案보다 대폭 삭감
요구(3~5% 수준)

•매출액 5%내

처벌

•[이행강제금] 매출액 30%내
* 인수·개시·확장금지
명령 위반시
•[소상공인육성부담금]
매출액 10%내

•삭제

•삭제

제한
내용

•사업인수·개시·확장금
지·사업철수

•사업인수·개시·확장금
지·사업철수

•사업인수·개시·확장금
지·사업철수

주기

•5년(재연장 가능)

•3년(재연장 가능)

•5년(재연장 가능)

신청

심의위
구성
(15인)

•대통령령 위임
* (수정안, 당정) : 장관 추천
및 기업규모별 단체추천

•법률 명시, 기업규모별
단체 추천

•법률명시, 기업규모별
단체 추천
* 장관 추천 5인, 기업규모별
(소상·중소·중견·대)
단체추천 8인, 동반위 추천
2인

동 법안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무회의(6.5일)를 거쳐 6월 12일 공포되었다.
이어서 9월 5일 이후 10월 15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13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한경연은 시행령에 대해 3대 분야 6가지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 [신청요건
분야] ①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상향 ② 신청사유서 제출 의무화 ▶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원회 분야] ③ 심의위원회 의결기준의 공정성 확보 ④ 구성요건의 공정성 부여 ▶ [대기업 권한 분
야] ⑤ 지정해제 요구권 부여 ⑥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 부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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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3대 분야 6가지 개선과제
분야
신청
요건
심의
위원회
대기업
권한

시행령(안)

개선안

30%

90%

제출의무 無

제출의무화

과반출석·과반찬성

재적의원 2/3 찬성

•구성요건(대변단체·법인 정의)

중기부장관 고려

재량남용 방지 조치 필요

•지정해제요구권

중기부 장관만 有

대기업 부여

無

대기업 부여

•신청단체 소상공인구성비율
•신청사유서 제출
•의결기준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

이 중 특히,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과 관련하여 시
행령은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
를 90%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건의 근거로 ▶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여부 판단 가능성 ▶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
화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시행령은 정부안대로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추후라도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
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한경연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편향
성 등을 고려하여 의결기준을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2018년 국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입법화
에 주력했다. 그러나 시장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할 정책
이 자칫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계 기업에게 역차별의 수혜를
주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한경연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공정거래
법,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각종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
였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신규 규제들 중에서 산업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
한 개선 의견을 제기하였다.
우선 하도급법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맺어온 협력적 상생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각종 규제 강
화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주력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들은 ▶ 원
사업자인 대기업 등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출 및 유용에 대해 징
벌적 손해배상 확대(3배 → 10배) 및 손해액 추정규정 신설과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 부당특
약 계약의 원천 무효화, ▶ 체불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불금지 의무화 등이다.
가맹사업법은 ▶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 영업지역 보장, ▶ 가맹점사업자의 공휴일 영업시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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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요구를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을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로 규정, ▶ 가맹본부가 다른사
업자(신용카드사·통신사 등)와 제휴할인 계약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금액을 전가하는 행위 금
지, ▶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 가맹본부의 점포
환경개선 관련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 의무화 등이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 징벌적 배상책임 한도 확대(3배 → 5배~10배), ▶ 결함 입증책임 전환
(소비자 → 제조자) 등이 입법안으로 올라왔고, 대규모유통업법은 ▶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등 계
약조건 공시 의무화 등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주요기업의 하도급거래 담당자들과 수시로 연락하여 기업 현황과 애로요인
을 파악해, 11월~12월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하여 경제계 입장을 개정안
에 반영시키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12월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대부분의 법안
을 제외시켰고, 일부 상정된 안건도 기업의견을 일부 반영해 대안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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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관법률 주요 개정안 요지 및 의견
법률

개정안 요지

하도급

•원사업자인 대기업 등에 대해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어음 또는 어음
대체결제수단 금지)

•대기업이 현금지급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
나, 기업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어음 지급이 필요한
상황 상존

•기술유출·유용에 대한 징벌배상 확
대(3배 → 10배), 효과적 손해보전을
위해 특허법 등에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 신설, 전속고발제 폐지

•과도한 징벌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표하는
미국도 과도한 징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3배내외로
제한하는 추세)
•기술유출 원인은 대기업보다 中企경쟁사, 기술인력
전직, 내부직원, 거래기업이 다수

•부당특약 계약은 원천무효로 규정

•사적계약에 대한 과도한 간섭
•계약실행 이후 무효처리는 법적안정성 저해, 사적자
치원칙 위배

•체불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불금지 의
무화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 체불의 귀책사유가 원사업자
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케하는 과도한 부담 초래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영업지역
을 보장

•영업지역의 적정한 규모는 가맹사업의 업종별·지역
별로 상이하고, 동일업종 내에서도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상 획일적으
로 영업지역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가맹점사업자의 공휴일 영업시간 단
축 요구를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을
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로 규정

•소비자 후생 저해 → 공휴일에 대다수 프랜차이즈가
휴무하는 경우, 소비자의 식료품 구입, 외식 등에 관
한 서비스 혜택 상실

•가맹본부가 다른사업자(신용카드사·
통신사 등)와 제휴할인 계약 후 가맹
점사업자에게 할인금액 전가하는 행
위 금지

•현행법상 거래상지위남용 중 부당한 강요금지조항(12
조)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므로, 별도 조항 신설 불필요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필요

•광고·판촉행사의 가맹점 개입은 광고·판촉의 시의
성과 보안성을 저해시킬 가능성 있음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 공
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
로 시공자 선정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논란 이슈가 부각되며 점포환
경 개선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전환되
는 추세이나, 매년 수백개 점포의 환경개선사업이 개
별공사로 진행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경쟁 입찰이
어려운 상황도 존재

•징벌적 배상책임 한도 확대(3배 → 5
배~10배)

•과도한 징벌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표하는
미국도 과도한 징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3배내외로
제한하는 추세)

•결함 입증책임 전환(소비자 → 제조자)

•민사소송상 일반적인 원고 입증책임 원칙 위배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
공시 의무화

•유통기업의 경우 계약조건은 일종의 영업기밀 사항,
공시는 영업기밀 침해
•계약조건은 납품업체 경쟁력에 따라 상이 → 계약조
건 공개시 경쟁력에 기반한 계약체결 애로 및 불필요
한 분쟁 유발

법

가맹
사업법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업
법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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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
1)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올해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
조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5가지 주
요 업종을 발굴하여 규제완화 전후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 분석 했습니다. 화물차 운송업, 저
비용 항공사, 화장품 제조업 등에서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이후, 일자리가 창출된 사례
를 제시하여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관련 내용은 동아일보 1
면 탑으로 보도되는 등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고, 정부 내 해당 부처에 자료 전달 및 지방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택배차
량 허가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고, 정부의 규제완화로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이 신규 면허를 신청하
는 등 항공사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일자리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주력
산업의 위기와 일자리 리부트(Reboot)」세미나를 통해 주력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1만개 감소하면, 연
관 산업의 일자리는 1.4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
이 줄어들고 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기업 환경 개선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혁파와 노
동 개혁을 통한 투자 활력 제고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한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를 발
제자로 초청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자본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정책들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여 여론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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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5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통해
한국의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3.2만명, 지난 17년간(’01~’17) 54.8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유출이 있었다는 점과 ’17년 전산업
에서의 일자리 유출이 ’01년 이후 최대 규모(43.9만명)에 달했다는 점이 언론에 임팩트 있게 작용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투자 유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처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법인세 혜택, 전폭적인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있다는 분석
자료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중소·중견 기업에 비해 혜택이 적었던 대기업 해외 사
업장의 유턴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률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고용정체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최근 5년간
(’14~’18)의 R&D 세액공제 감소액(연간 1조원)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3천개) 효과를 알려 기업
부담 축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끈 중국의 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유형별로 분석,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일자리 정책 대응
일자리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계획을 상하반기 조사하였고, 기업의 고
용창출 기여도를 홍보하였다.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 2018년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가 시작되었
지만 일부는 채용 계획조차 잡지 못했거나 채용을 확정한 기업도 작년보다 신입채용규모를 줄인
다고 전망하였다.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
답기업 182개 사 중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은 44.0%(80개사)로 나타나
2017년 상반기(37%, 74개사)보다 7.0%p 증가하였다. 반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
은 8.8%(16개사)로 지난해 11.0%(22개사)보다도 2.2%p 감소하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채용을 줄이
는 곳은 9.3%(17개사), 신규채용이 없는 곳은 2.7%(5개사)로 나타났는데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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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회사내부 상황의 어려움, 국내외 경
제 및 업종상황 악화 등을 꼽았다.
하반기에는 대기업 절반 정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
로 올해 신입·경력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용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보다 줄이겠다는 기업이 더 많
아 하반기 고용시장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
다.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22개
중 51.6%가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
라고 답하였다. 뒤이어 “지난해보다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
이라고 답한 곳이 24.6%였고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곳은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3.8%로 가장 적었다. 채용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비
율이 지난해보다 1.8%p 늘었지만 채용규모를 줄이겠다는 곳은 이보다 더 많은 5.5%p 늘어나 올해
도 여전히 좁은 취업문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는 이
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의 충원(37.9%),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상황 개선(31.0%),
미래 인재확보 차원(24.1%)를 꼽았다.
아울러 최근 5개년 30대 그룹의 총종업원수 분
석을 통해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를 홍보하였
다. 30대 그룹 종업원수가 2013년 127만 8,571명
에서 2017년 132만 4,681명으로 3.6%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2만
6,797명(17.2%)이 늘었다. 금융보험업이 2만 1,075
명(31.8%), 사업서비스업이 1만 8,951명(40.2%), 숙
박음식점업이 1만 4,393명(36.8%)으로 뒤를 이었
다. 업종내 종업원수가 2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기
업수, 종업원 증가율이 두 자릿수 증가한 곳은 도
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밖에 없었다. 5개년 동안 도
소매업에 속하는 30대 그룹 기업들의 매출액과 당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

기순이익 총합이 모두 증가하면서 업황 호전에 따
라 종업원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기

업수도 2013년 114개사에서 2017년에는 141개사로 늘었다. 금융보험업은 2013년 30대 그룹내 미래
에셋 하나밖에 없었지만 2017년에는 농협,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도 포함되면서 총 4개 그룹
사의 기업수가 늘어나 종업원수 증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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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일자리정책에서 청년일자리대책은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전남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에서 ‘2018년 주요 그룹 지역인재 채
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
황이었지만 지역의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삼성, LG, 한화, LS, 대림, OCI, 코오롱, KT 등 7개 그
룹 27개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채용설명회에서는 인사담당자들이 취업준비생들에게 기업 인재상,
채용절차, 자기소개서 작성법, 필기·면접전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주고 1:1 상담회를 통해 궁금
증을 풀어주면서 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노력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올해 대기업들의 채용방식이 공개채용, 수시채용, 블라인드 채용, 정규직 전환형 인턴채용 등으
로 다양해지면서 스펙을 보지 않는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채용방식
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직무, 일부 전형의 신입사원뿐 아니라 신입사원 전체 선발에도 블라인드 채
용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이 속속 늘고 있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자회사 동아제약, 동아ST 등은
정기공채 신입사원 모두를 블라인 방식을 통해 ‘채용전환형 인턴’전형으로 뽑았다. 애경산업도 올
해 신입사원 선발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서류·면접과정에서 학교·학점 등을 묻지 않았다.
SK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 C&C와 현대백화점은 일부 신입사원을 서류와 면접
단계에서 블라인드 전형으로 선발하되 인턴기간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바이킹챌린지전형’을 마련, 틀에 박힌 취업 스펙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스토
리와 역량만으로 인재를 선발하였다. 한편, 공공부문에는 2017년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전
면 도입되었고, 민간부문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의미를 살려 기업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대학생이 느끼는 취업시장 체감도와 선호하는 직장이
어디인지를 조사하였다.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
생 3,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
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올해 신규채용 환경에 대
해 ‘작년보다 어려울 것’(41.1%)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6.9%p 증가한 숫자다. ‘작년보다 좋을 것’이라는 답
변은 전년대비 5.0%p 감소한 4.1%에 불과하였다. 이 같
은 취업한파 탓에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도 평균 3,371
만원으로 전년 3,415만원 대비 44만원 줄었다. 대학생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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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는 대기업, 정부(공무원), 외국계 기업, 금융기관 등을 제치고 공기업
이 꼽혔다. 입사선호 순위는 공사 등 공기업이 25.0%로 1위를 차지했고 대기업(18.7%), 중견기업
(14.2%), 정부(13.0%), 외국계기업(7.7%), 중소기업(6.6%), 금융기관(3.5%) 순이었다.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해(25.8%)와 비슷했으나 대기업은 지난해 25.6%보다 낮아져 공기업에 2년 연속 1위
를 내주었다. 공기업과 공무원 선호 비중을 합치면 38%로 어느 직업보다 높은데, 응답자의 68.4%
가 ‘구조조정 없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경제를 이끌던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일자리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6월에 ‘4
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극단적인 일자리 소멸보다는 개
별 근로자의 직무 일부가 자동화되는 방식으로 일자리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전문
가들은 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수많은 일자리를 소멸시키기보다는 재교육을
통한 직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최병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은 “기술의 빠
른 변화 속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한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은 또
다른 분야의 혁신으로 연결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현재 사라지는 일자
리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혁 중앙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극단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기보다는 개별 근로자의 직무 중 일부가 자
동화되는 변화가 더 현실적이고,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한국이 자동화로 대체되는 노동력의 비중
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오기도 했다”며 “오히려 자동화되는 직무 증가에 따른 소득 변화와
새로운 직무 등장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영 포스코ICT 그룹장은 “직접 철
광석을 샘플링해 품질을 확인하고 쇳물의 온도를 재는 저숙련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AI를 해석하
고 철강산업에 적용하는 전문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11월에는 ‘신(新)산업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로운 산업분
야에는 유연한 규제방식을 적용해야 산업의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등 산업구
조가 변화하고, 증강현실,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 분야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국방 등
기술응용 분야에서 신산업이 등장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핀테크 보안 전문가 등 신직업도 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
현실 분야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기존 직업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일자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VR 기술을 활용한 스크린골프 시장의 경우 4,800개
매장에서 약 2만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VR 기술 활용은 스크린야구, 스크린낚시 등
다양한 스포츠로 확대되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P2P
금융업체들은 직원의 약 70%가 20~30대 젊은 세대로 평균 13.2명을 고용하고 있고, 앞으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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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집·처리·분석·사이버보안 등 IT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남기흥
SC제일은행 부행장은 “빅데이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시장에서
의 전문인력 공급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고용과 저출산, 일·생활 균형과 관련하여, 4월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에는 ‘600대 기업의 여성 종업원 비율’을 분석·홍보했으며 6월에는 ‘600대
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현황’을 조사했다. 7월에는 2040직장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12월에는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개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청년층
출산결정의 중요한 조건이고, 기업이 이상적인 근로자를 ‘자녀가 없는 남성근로자’ 대신 ‘육아와 돌
봄을 하는 부모근로자’로 정해 이들이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업무과정을 바꾸
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례발표에 나선 유한킴벌리는 직원들의 워라밸과 저출
산 극복을 위해 약 30년 전부터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1990년대 도입된 유연근무제를 시작으로
생산직 4조 교대근무제(1993년), 영업직 현장 출퇴근제(1995년), 스마트워크(2011년), 재택근무제
(2012년) 등이다.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는 “최근에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공간을 선택해 일
하는 변동좌석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장과 출산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학력 여성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직장 내 여성의
불이익을 줄이지 않으면 저출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약 10년간 자녀의 육아기에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해 그에 맞는 적정임금을 지급
하는 식의 시간임금연동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출액 600대 비금융 상장기업 종업원수 분석을 통해
여성직원이 증가 추세지만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
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출산·육아 지원, 일·생활 균형 문
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
로, 2017년을 기준으로 종업원 100명 중 24명이 여성 직
원이었고, 최근 5개년(’13~’17년) 동안 분석 대상 기업의
여성 직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11
개 중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10개 업종에서 여성 직
원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8.4%로 여전히 OECD 평균
(67.8%)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OECD는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출산·육아
휴직 및 일·생활 균형,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 효성ITX, 케이티씨에스, CJ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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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웨이, GS리테일 등 여성 고용 상위 기업들은 자유로운 출산·육아휴직, 최대 1년 난임휴직 제
도, 2시간 단축 근무제 도입 등 워킹맘 지원과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600대 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현황을 조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생활 균형 제도 증가로 인해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남성 육아휴
직의 경우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등
애로사항도 존재하고 있어, 제도 실
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
센티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사 결
과, 주요 대기업이 정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연가사용 활성화’를 가
장 잘 실천하고 있는 반면, ‘관리자부터 실천하기’가 잘되지 않고 있고 올해 ‘정시 퇴근하기’를 중
점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 이상의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올해
81.3%였고,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인 곳은 절반이 넘는 53.5%였다. 한편 육아휴직자 중 남자직원
의 경우 주요기업 10곳 중 7곳은 그 비율이 “0”이거나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기업들은 ‘업무공백 대안 마련’(49.7%),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 개선’(25.2%), ‘육아휴직을 남
녀가 나눠쓰도록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11.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
진하는 일·생활 균형 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43.2%), ‘사업주의 인
식 제고’(33.5%)와 같은 긍정적 의견(76.7%)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부담 증가’(13.5%), ‘여성 근로
자 채용 기피’(9.0%)와 같은 부정적 의견(2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일·생활 균형 제
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제도 실시 기업에 대해 지원금 인상·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
화’(56.1%)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2040 직장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 근로자 인식’조
사를 통해서는 저출산 원인이 소득·고용 불안임을 부각했다.
2040 여성 근로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자녀수는 2.0
명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
녀수는 1.2명으로 나타는데, 낳고 싶은 자녀수보다 현실적 여건
을 고려한 자녀수가 적은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직장 여성들은 ‘소득 및 고용 불안’(30.6%), ‘사교육비 부
담’(22.3%)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미혼 직장 여성
인 중 향후 결혼계획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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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39.4%에 그친 반면 ‘결혼하지 않을 것’(26.3%)이나 ‘모르겠다’(34.3%)는 응답은 60.6%에 달했
다.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생활
의 균형과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저출산 정책을 묻는 질문
에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80.0%)를 1순위로 꼽았고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산·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42.3%), ‘유연근무제, 임산부 단축근
무제 등 시행’(25.2%) 순으로 응답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이 더 많은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도 저출산 해소와 여성인재 활용을 위해 출산·육아휴
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보다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를 통해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해외 선진국들
이 출산·육아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정책 내실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대,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
성을 통해 포괄적으로 대응해왔으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한국도 정부, 국회, 기업, 국민이
다같이 힘을 합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 유지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출산율을 높
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저출산을 통합 관리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분
명한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은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삼
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정책학과 교수)은 “프랑스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를 통한 세액공제와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족정책을 지속
하고 있다”고 말했고,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명희 삼육대학교 스미스 교양대학 교수는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미미하나마 상승 기류를 이어
오고 있다”면서 “일본은 1989년 ‘1.57쇼크’ 후 저출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보
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 보다 포괄적인 정
책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하여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하고
합계출산율 1.80명의 특명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독일의 경우 보육시설 구축과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표방하는 노
르딕 모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반등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3) 노동정책 대응
2018년은 한해 동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연초부터 국회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 규모, 특례업종 축소 여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허,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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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수차례 건의했다. 결국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에 전격적으로 합의
하면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시간단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2/28). 법안에는 사업장 종업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에서 육상운송업 5개로 축소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
로 산업현장에서 생산 차질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사전제
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우려와 건의를 코멘트로 발표했다(2/28).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8년 7월 1일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종업원 규모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전자, 반도체, 게임 등 신제품 개
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업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탄력적근
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건의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수
차례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전자, 반도체, 게임, 벤처, 바이오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경쟁력
이 저하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선진국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운영 현황도 포함
되었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3주을 앞부고 결과를 발표했다.(6/7) 설문에 응한 112개 기
업 중 55.4%(62개 기업)가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응답을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노조의 근로시간 단
축으로 축소된 임금보전 요구’(35.7%), ‘생산성향상 과정에서 노사간 의견 충돌’(35.7%), ‘계절적 요
인 등 외부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9.5%)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근로시
간 단축으로 가장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중복응답)와 관련해서는 72.3%(81개 기
업)가 생산현장인 공장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주요 대응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
는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74.1%), ‘신규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외주화’(12.5%), ‘해외공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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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토’(1.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한국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
도보완 방안(중복응답)으로 57.1%(64개 기업)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시간저축제도 도입’(33.9%),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구축 지
도’(32.1%),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 도입’(19.6%),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13.4%) 등의 순서
로 응답했다. 실태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산업계
혼란이 예상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6/10).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최저임금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업들은 하반기 인사관
리 방향을 정하고, 노무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애로를 겪었다. 이에 노동법 교수와 노사관계 전
문변호사를 초청해서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7/2).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개월 계도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
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
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이 단
축되고, 최저임금제도가 변경되면서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경영의 주요
한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기존에 제기된 이슈에 대한 준비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
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고,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
했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최저임금 산정 관련 근로시간 수 계산과 관련하여 법원과
노동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18년 12월 31일)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
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야·정 대표
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에서 연말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을 입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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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의(11/5)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탄력근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던 경
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가 12월 중순까지 구성되지 못하면서, 12월말까지 입법
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애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에 산업계 혼란과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국회와 고용부에 건의했다(12/17). 아울러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
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한다는 내용도 건의
안에 포함시켰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대기업 소속 고임금 근로자 중 일부가 최저임금
에 해당되어 임금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
로‘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7개사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57.3%,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응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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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4.3%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의 69.4%는 최저임금 인상
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대기업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 인상속도 조절(41.4%)를 꼽았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급+일부 고정수당’ 정도만 산입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을 알렸다.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으로 인상 또는 즉각 1만원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15시
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는 최
저임금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은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감독을 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실제 시급은 이미 9천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 선
진국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터키, 대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18년 한국의 최저
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9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
원으로 올라가 OECD 중 11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논의
할 때 실제로 지급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 이미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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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일하지 않은 시간인 ‘유급처리시간’
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
법 시행령 개정안을 8.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동 시행령이 실시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의 격차가 40%(7,530원~10,516원)가 발생 ▲유
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
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시행령은 현행대로 유지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동 시행
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실제 최저임
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
히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
했다.
올해는 최저임금법령과 관련하여 개정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가 확대된 데 이어, 최저임금-통상임금 범위 일치 법안 발의, 최저임금 산정시간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등이다. 이에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도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108개사 응답)을
실시했다. 주요 대기업의 10곳 중 7곳은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을 했거나(29.6%),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의 또는 검토 중(4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산정시간 시
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
간을 조사한 결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13.9%)’, ‘2일 이상(33.3%)’ 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3분의 1은 유급휴일이 2일 이상이라며,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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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
문에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비공개 승인 변경, 근로자 사망과 도급 관
련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
다. 이에 정부 입법예고 기간(’18.2.9∼3.21) 중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제출하고, 하반
기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부개정안이 현실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중 첫째, 경제계 의견 제출을 통해 안전보건계획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법규의 도입은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안전보건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
며, 유해작업의 도급금지 조항은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이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작업장
소가 다른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음 등을
부각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변경, 비공개 승인 관련해서 제출 예외 대상을 넓히는
등의 유연성과 세심한 절차 구축이 필요하며, 근로자 사망 발생 시 법정형 하한과 10억원 이하 벌
금의 양벌규정을 두는 것은 취지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처벌수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둘째, ‘600대 기업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한 의견 조사’(114개사 응답)를 실시했다. 조사 결
과,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65.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급금지에 대해 ‘인력활용 비효
율성 커지고 산재 감소에도 효과 없을 것’(51.2%)이라 생각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규정 강화 중
에서는‘비공개를 위한 승인심사’(35.7%)에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근로자 긴급
대피권은 ‘요건·범위가 모호해서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이 우려’(54.4%)되며 사업주 처벌 강화는
‘근로자 부주의·과실에 비해 과도한 수준’(57.0%)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
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들은 생산 차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려 없이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규제 신설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각하고,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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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검토하여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근로이사제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금융권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계는 근로이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KB금융지주사의 경우 노조가 소액주주권을 활용해서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
외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반대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
에는 실패했지만,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근로이사제 이슈를 제기했다. 이에 ‘근로이사제 도입 현황
과 문제점’보고서를 작성해서 언론에 홍보했다. 보도자료는 WEF 발표 노사관계 협력수준이 140개
국가 중 124위로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 근로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갈등만 심
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근로이사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노사관계가 대체로 좋은 유럽 일부 국
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본도 2014년 도입을 검토했으나 일본의 기업별 노조체제와
부합하지 않는 등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입 방침을 철회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4) 노사관계 선진화
500대 기업 임단협 현황 및 하반기 노사현황
조사를 통해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
및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을 강하게 요구
하여 기업들이 교섭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부각
시켰다. 조사에 응답한 101개사의 46.5%는 올해
임단협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보았다.
올해 임단협 쟁점은 기본급인상(71.3%), 근로시
간 단축 및 최저임금제 개정 등 노동법 개정에 따
른 임금보전(43.6%)이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이거나 완료한 84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
상률은 평균 8.3%, 임금협상을 완료한 50개사에
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6%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
로 보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기업·고임금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
상 요구는 자제하고 양보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근로자 보호 위주의 노사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야기되었고,
노사 힘의 균형을 이루은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해서 낙후된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 현황을 언론에 홍보했다(5/24). ’17년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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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위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고, 특히 세부
지표인 ‘노사 협력’은 137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각 국가의 경쟁
력을 평가하는 114개 경제·사회 지표 중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등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20~50클럽’ 7개국에 대한 세
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노동시장 평가를 10
년 전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성 경
제활동참가’만 순위가 상승하였고 ‘노사협력’, ‘정
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결정의 유
연성’, ‘임금 및 생산성’, ‘전문경영인 의존도’는 모
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들의 순위가 하
락하면서 모두 20~50클럽 중 중위권이나 하위
권에 머물렀다. 특히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
협력’과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퇴직금
을 평가하는 ‘정리해고 비용’이 7개국 중 가장 낮
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달리 영
국은 20~50클럽 중 유일하게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지표들의 순위가 모두 상승했다. 이는 영국이
지속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처 총리는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완화하고 임금유연성을 제고하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여건을 조성했고, 캐
머런 총리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마련하고 노조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파업이 억제되도록 했다.
최근에는 호출형근로와 파견근로, 우버(Uber) 기사로 대표되는 ‘긱 이코노미’의 출현 등으로 다양
해진 근로형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노동 유연성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평가가 20~50클럽 중 중하위권인 가운데
특히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이 최하위였음을 보이고, 해고지침 완화, 공공노조 파업요건 강화, 근
로형태 다양화 대응 등으로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상승한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노동 관련 법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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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0개국 중 종
합순위 15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노동시장 부문의 순위가 48위로 낮았는데, 그 중에서 노사협력
(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노사협력만 보면 케냐(72위), 카자흐스탄(67
위)보다 한참 뒤져있다. 이에 미국 GM·델파이, 프랑스 르노·PSA 등 해외 자동차 4개사의 노사
협력·대립 사례를 조사했다. 4개사가 공통으로 ‘고인건비, 저생산성’ 구조를 갖고 있어, 경영환경
이 나빠지자 단기에 혹독한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생산성 향상에 힘을 모은 GM(美), 르노(佛)는 조기 정
상화되어 고용이 다시 늘었지만, 발전적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델파이(美), PSA(佛)는 국내 생
산기반이 줄어 노사 모두가 패자로 끝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은
생산성 정체와 높은 인건비, 대립적 노사관계의 3중고 상황을 지적하며 미중 무역분쟁, 한국 성장
률 정체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어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노사가 협력해 선제적으로 기
업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 임금체계 개편 여건 조성
과거 고성장기에 형성된 호봉급 임금체계가 저성장, 고령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상당수 기업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근
로자 300인 이상 한정, 170개사 응답)를 실시한 결과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51.2%는 호봉급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급이 있는 기업은 호봉급에 따른 문제점으로 ‘장기근속자 고용 유지 부담
(42.9%)’, ‘근로자의 성과 관리 어려움(36.1%)를 꼽았다. 한편, 대기업 근로자의 26.9%는 평사원 때

90

2018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백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는 호봉급을 받지만 관리자급 승진 후 임금체계
를 능력·성과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유수기업들과 경쟁하
려면 능력·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포함한 직
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
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해온 제조 기업들
이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린
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30대 그룹 상장
사의 인건비, 수익성, 성장성 추이 분석’과 ‘2017
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을 통해 국내 고임금 및
인건비 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선,
30대 그룹 상장사의 1인당 인건비는 ’12년 7,841만원에서 ’17년 9,133만원으로 ’12년 대비 1,292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매출액은 ’12년 10억 7,547만원에서 ’17년 10억 1,815만원으
로 ’12년 대비 5,732만원 감소했다. 주요 대기업에서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인건비가 매년 늘어나
는 현상과 관련,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오르는 호봉급을 받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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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연계해야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475만원으
로 소위 억대연봉 근로자는 4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9%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
사’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 1,519만명의 2017년 연봉을 분
석했다. 대상은 고용주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이다. 그 결과, 각종 수당과 성과
급을 합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475만원으
로 전년 3,400만원보다 75만원(2.2%) 올랐다. 평균이 아
닌 중위연봉은 2,720만원으로 전년 2,640만원보다 80만
원(3.0%) 증가했다. 연봉 순서대로 근로자수를 10%씩 10
개 집단으로 나눠보면, 상위 10%의 최저연봉은 6,746만
원, 상위 20%는 4,901만원, 상위 30%는 3,900만원, 상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40%는 3,236만원, 상위 50%는 2,720만원이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수도 늘었다. 작년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는 44만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
했다. 전년 40만명에 비해 4만명(10%) 증가했고 비중도 0.2%p 늘었다. 연봉구간별로 보면 8,000
만~1억원 51만명(3.4%), 6,000만~8,000만원 미만 108만명(7.1%), 4,000만~6,000만원 미만은
234만명(15.4%), 2,000만~4,000만원 미만 611만명(40.2%), 2,000만원 미만 472만명(31.0%)이었
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간 연봉격차는 여전히 컸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460만원, 중소기업은 3,5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대기업 연봉은
60만원(0.9%)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102만원(2.9%) 증가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비율은 2016년 53.6%에서 2017년 55.6%로 늘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격차가 2.0%p 개선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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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1) 회원사 규제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인프라 개선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부분을 제
외하면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규
제부담을 해소·완화 하려는 의지가 엿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경영활
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은 어려
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One-in, Three-Out과 같이 규제총량을 제어하려는 노력과 규제개혁 추진체인 규
제개혁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정책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중소기업에는 지원과 규제부담 경
감을, 대기업에는 가중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우려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 창
출의 주역인 기업이 마음껏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규제개혁 정
책이 아쉽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기존 정
부가 추진했던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등한 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일
자리 창출이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그
정책 아이디어를 냈고 추진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당이 입법을 계획한 규제혁신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의 법이 입법화되었다는 점이다. 금년 2월 여당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핵심인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지역특구법
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하였다. 규제혁신 5법 중 올 9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28일에는 금융규제샌드박스법률인 ‘금융혁
신지원특별법’이 입법되어 행정규제기본법이 추가로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혁신 5법이 완성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입법된 규제혁신법들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한 필요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전부개정 형식으로 입법된 규제특구법의 경
우 의료관련 특화사업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확대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교육환경보호
구역내 설치 허용, 수소연료전지 등 새로운 이용 운송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구사업을 위한 기업
신설 및 기존 기업 M&A 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을 유예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
요해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법들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갈 길이
멀고도 바쁜 기업들에게 규제개선을 통한 신산업 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불러일으킬 것
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 5법의 마지막 고리로 남은 행정규제기본법도 규제비용총량제의 명확한
도입과 같은 획기적 내용을 담고 가능한 빨리 입법되어 규제혁신을 통한 4차 산업 경쟁력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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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산업 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제도의 개혁이 필
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회원사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첫째, 규제 및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 등을 작성·홍보하여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환기와 정책의 무게중심 변화를 꾀하였다. 우선 1월에는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
업구조가 비슷한 독일수준으로 개선되면 우리나라 GDP가 1.7% 증가하고, 약 22.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규제개선 시 효과를 제시하고, One-In, Two-Out 제도를 비롯한 규제비
용 총량제와 규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장치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홍보를 추진하였다. 2월에
는‘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조정이 필요하며 법정준비금의 과다한 적립의무도 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론에 홍보하였다. 8월에는 대기업 그룹의 경제기여 분석을 기초로 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대기업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대기
업 정책이 친기업 위주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4월에는 포춘 글
로벌 500 자료를 기초로 국가별 참여 산업 수 등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는 금융·유통 등 서비스업
과 우주항공·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존재감이 약하므로, 규제개혁을 통해 다양
한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였다. 6월에
는 ‘세계혁신 추이와 정책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규제개혁 및 제
도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였다. 우리나라는 연구 개발 역량은 최상위권이지만, 규제환
경 등 제도부문은 61위로 낮은 순위에 그치는 등 개선여지가 많으며, 특히 고용규제는 말리 등에도
뒤떨어지므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혁신성장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와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6월 중
트럼프 정부 규제개혁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작성하여 홍보하였으며, 기재부 요청에 부응하여
총 58개의 ‘18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다. 규제 완화 시 4차 산업혁명 분야 고용창
출 효과와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사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금산분리·지주사·개인
정보 규제합리화 필요성 등에 대한 언론보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1월에는 회원사를 중심으
로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건설 24건, 에너지 13건, 금융 9
건, 교통 6건 등 총 80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선민관합동추진단에 정책건의
하였다. 예를 들면 건설·입지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부지확보가 어려워 미래자동차로 각광받는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를 CBG 충전소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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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간 이격거리인 25m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산업발전과 보험
업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가 IoT, 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하
고, 피보험자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1

2

96

건설
입지

에너지

개수

주요 과제

24

•수소충전소와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의 이격거리가 동일한 기준
이 적용되도록 개정
•화약사업장 인근에 신규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화약사업
관할관청 통지 및 협의의무 부과

13

•석유 정제업자는 수급관리를 위해 연간 내수판매량 40일분에 해당
하는 석유를 비축해야 하며 이중 28일 분은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
해야하는데, 이를 10일 분으로 축소하여 납부 의무 완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제도 연장

3

금융

9

•보험회사의 기술기반(IoT, AI, 블록체인 등)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
거나 투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보험상품 등의 목적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4

교통

6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최초 목적지가 아닌 국내 다른 목적지에 기
착한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여객을 태우고 최초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

5

공공입찰

6

•공공발주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 폐지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전력설비 진단사업을 대기업에게도 개방

6

환경

5

•재활용 가능한 국내 폐자원이 다시 국내에 원료로 공급되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감독 필요

7

관광

3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시, 회원동의율 100%가 아니더라도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중제 전환 여
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8

방송

2

•방송콘텐츠 재원확보를 위해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을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 확대, 위치 및 형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9

공정거래

2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 100%를 하향 조정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에 대한 조정

10

기타

10

•5G 투자 지원 통한 초연결네트워크 조기 구축
•인도 단체비자 신설 건의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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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준조세부담을 추정한 보고서를 작성·홍보하여 기업과 국민의 준조세 부담 완화 분
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 분석결과 GDP 사회보험지출 비율(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
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
며‘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 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
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제정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히
주장하였다.
셋째, 혁신성장과 관련한 국회 입법대응 노력을 기울였다. 3월에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
제개혁특별법안을 제안하고 국회 의원실에 특별법안을 전달한 후 국회를 방문하여 입법조사관에
게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하여 신산업 규
제특례 보완, 사업화연결 장치마련, 규제비용총량제 보완 필요성 등을 정리하여 국회에 전달하였
으며, 국회 의원실 요청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참고자료 등도 작성하였다. 11월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5법의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보완과제 등을 정리하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2) 기업 지원정책 확대 건의
(1) 美 철강제재 한국 제외 요구서한 전달
2018년 2월, 트럼프 美대통령의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방침 발표는 보호무역주의 확
대에 따른 수출타격을 우려하던 우리경제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한경연은 주요 철강업
체로부터 미국의 방침에 따른 우리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
상국에 한국이 제외되어야한다”는 내용의 전경련 회장 명의 서한을 3. 2~5일 중 미국 의회 및 행
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전달했다.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로는 해치 상원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위원장,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위원장, 로스 상무
부장관,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이다. 미국 측에 제시한 한국산 철강의 수입제재 반대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역사적·군사적 혈맹이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상호방
위조약을 한국을 포함한 3개국(한국, 일본, 필리핀)과만 맺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만 상호방위조
약을 갖고 있을 만큼 양국은 군사적 혈맹관계이다. 한미간의 통상마찰 문제에 있어서 우월적 개념
으로서의 혈맹국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한국은 미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중이다. 한국의 對美 투자액은 2017년 1~9월중
에 집계된 금액만 131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당시 57억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급
증했다.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도 개선 중이다. 2017년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는 229억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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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83억 달러 대비 불과 2년 만에 19%나 감소하였다.
셋째, 철강제재 시 미국경제에 악영향 가능성이 있다. 철강은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으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어, 철강 수입제재는 철강
을 소재로 하는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차질, 그리고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철강 수입가격 또는 물량
제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제재 대상국은 유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수입제한 조치가 철강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면 EU, 중국 등 전 세
계는 보호무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다섯째, 한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회수출 하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철강수입을 많
이 하고는 있으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對美 수출 철강제품의 중국산 철강재 사용 비율은 2.4%에 불
과하다.
이상과 같은 5가지 근거로 부당성을 주장한 결과, 6월초 발표된 최종 제재안에서 한국은 고율관
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15년 ~ ‘17년 평균 수입량의 70% 이내의 물량제한(쿼터)을 받는 것으
로 결론이 났다.
(2) 일본관광 성공요인 분석 및 한국관광 활성화 과제 제시
관광산업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내수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핵심대안인 만큼, 일본과 같
이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경연은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10월 26일 ‘일본관광의 성공요인 분석과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우선, 한경연은 일본의 관광산업 발전 성공요인을 크게 4가지로 보았다. ▶ 국가 차원의 총력 관
광정책 ▶ 지방 관광 경쟁력 보유 ▶ 중국인 비자 완화 ▶ 저비용항공 인프라 확대이다. 일본 정
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아베노믹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전략 수
단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2030년
6,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축제·행사 홍보뿐 아니라 자
연, 전통, 건축물, 음식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수도권 외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꾸준히 완
화함으로써 방일(訪日) 중국인 수가 2011년 104만 명에서 2017년 736만명으로 7배 이상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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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 착륙료 인하, 전용 터미널 확충 등의 노력으로 항공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관련 항공을
이용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경연은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IMAGE 업그레이드’ 전략
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 Immigration(입국규제 개선) ▶ Movement(교통 인프라 확
충) ▶ Accomodation(숙박 인프라개선) ▶ Government(관광컨트롤타워로서의관광청신설) ▶
Enjoyment(볼거리·즐길거리 확충)의 5대 분야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IMAGE 업그레이드 5대 분야 10가지 개선과제
분야

(I)mmigration
(입국규제개선)

개선과제
•동남아 관광객 비자 발급 완화

•동남아 관광객 전자비자 제도 시행
•인도 관광객 단체비자 신설

•중국 관광객 복수비자 지역 확대

•現 4개 도시 → GRDP 1만불 이상 도시

•크루즈 입국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관광기간 확대 등

(M)ovement
•한일 교통패스 통합
(교통인프라확충)
(A)ccomodation •빈집의 숙박시설 활용
(숙박인프라개선) •관광숙박시설 경사도 기준 완화
(G)overnment
(정부조직)
(E)njoyment
(볼거리·
즐길거리)

주요내용

•철도·지하철·버스 등 공동승차권 제도
•소방·방재 규제 및 숙박업 허가규제 완화
•안전성 우려 없으면 기준 완화

•관광 컨트롤타워 설치

•관광청 신설(차관급)

•글로벌테마파크 활성화

•지연·표류된 글로벌테마파크 조속 추진

•골프장 이용부담 완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면세품 즉시환급제도 활성화

•면세 한도 상향

(3)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대응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사전에 계약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에 현금으로 분배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現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정책이
다. 당·정은 협의를 거쳐 11월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旣발의 된 4건의 상생법
개정 법률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경연은 회원사 및 주요기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의 혁신·이윤추구
유인을 약화시키고 대기업 및 주주재산권 침해 등 시장경제원리 위배 소지가 많다고 결론을 내리
고 법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12월 5일에 국회에 건의하였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대상인 대기업 목표이익 설정 및 협력사 기여도 평가가 불가능하다. 협력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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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분대상인 기업의 이익은 금리·환율·내수 및 수출시장 동향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따라 수
시로 변동하므로 이익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둘째, 기업의 이윤추구·혁신유인을 약화시킨다. 협력사 기여는 이미 납품단가 조정, 거래기간·
구매물량 확대 등 시장 자율적 방식으로 선(先)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로 대기업 이윤을 재
배분할 경우, 위탁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주주재산권을 침해한다. 주주는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허
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만 공유할 뿐 손실은
공유하지 않아, 위험 공유 없이 대기업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제도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사와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대기업만 부담하라는 것은 경영활동 결과의 자기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게만 특혜이다. 20%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에만 혜
택이 부여되어 결국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어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초
래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대
기업이 부품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높임으로
써 기존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부품 납품기업을 해외로 변경하거나 해외 생산법인 현지
화로 국내와의 거래비중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국내 부품업체들의 납품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일곱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된다. 일부 외국 대기업이 협력사와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고
있더라도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 니즈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법제화로 제도 자체를 명문화하려
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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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성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1) 혁신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
(1) 제4차 산업혁명 경쟁력 조사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성장 동력
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민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한
‘퍼스트 무버’ 전략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미 주요국들은 기술 분야에 대한 육성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육성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요 기술분야의 12개 협
회를 설문조사 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5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크게 뒤쳐질 것임을 경고했다. 또 이러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새로운 분야에 투자 불
확실성 해소와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고, 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분야의 융합 발전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아래 그림은 한국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주요국의 기술수
준을 나타낸 그림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한국과 주요국(미·중·일)의 현재 기술격차

* 주 :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나라별, 기술분야별 수치

(2) 제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 개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 오
픈블록체인협회(블록체인),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별
10개 협회 정책 부서장들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전자검사·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10대 정책개선 과제가 논의되었다. 향후 실무간담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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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 기반기술간 융합·발전 가능성 ▶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
비도 제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10대 정책개선 과제

① 비의료기관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
항목 12가지로 제한 → 유전자검사
관련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시장
선점 저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영국·캐나다·일본 전면 허용, 미국도
39개 항목 허용

② 5G장비 제조시설에만 5% 세제혜
택 → 5G 기반시설 구축에는 세제
혜택 無

•5G 기반시설 구축위한 투자에 대한 한시
적(3개년) 투자세액 5% 공제

③ 전자상거래上 선불시스템만 허용
→ 미배송/환불 등 잦은 분쟁

•핀테크의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
단으로 허가

④ SW사업 특성상 사업종료 전후 6
개월 상당 초과근무 불가피

•SW사업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現 1개월 → 6개월)

⑤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수
집 및 활용 한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간소화 등 정
보통신망법 개선, 불법 엄벌

⑥ 정부 위성정보에 일반 수요자 데
이터 접근 애로 → 위성데이터 활
용사업 미미

•정부 개발 위성영상 정보를 국내 사용자에
무상 공개

신재생에너지

⑦ 전력판매는 한전이 독점 → 소비
자편익 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활성화 걸림돌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이
용한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허용

VR·AR

⑧ 국내 모바일OS 기반 VR·AR 유
통플랫폼 부재 → VR·AR 컨텐츠
경쟁력 제고 저해

•모바일 OS기반 VR·AR 유통플랫폼 구축

3D프린터

⑨ 3D프린터는 지속 제품 업그레이
드 필요하지만, 부품변경/추가 時
매번 신규 KC 인증 필요한 상황

•안전영향 작은 일부 부품 추가·변경시 제
품 KC 재인증 면제

블록체인

⑩ 의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종이/CD 형태로만 제공 → 관련
산업 활성화 저해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시 블록체인 기
술 활용한 전자문서 제공 유도

바이오

사물인터넷

컴퓨팅기술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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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산업현안 대응
(1)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2018년 유통산업 분야에서는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출점규제를 강화하
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대규모점포 규제를 적용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유통업계와 유통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원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불합리함을 다방면으로 강조했다. 먼저
유통 규제들을 강화하는 것이 본래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효과가 불투명하고,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은 유통업계 내의 갈등과 분쟁을 초래함을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기업 투자 축소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강조했다. 또 복합쇼핑몰 입점소상공인 대상 설
문조사를 통해 규제가 입점 소상공인을 오히려 어렵게 할 것이라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 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공을 초월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외
형을 키워나가고 있어 국내 유통업계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본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유통산업
의 경쟁력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2012년 시행 된 대
형마트 규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유통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지적
했다. 또 주요 3국(미국, 일본, 중국)의 유통 ‘BIG3’ 기업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유통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104

2018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백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주요국 유통 BIG3 기업 외연 변화

자료: Bloomberg
주: 자국통화 기준, ’12년 매출액(100) 기준 ’17년의 매출 규모

(2) 주력업종 협의체 구성 및 경쟁력 조사
한경연은 글로벌 경쟁격화,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주력산업의 현황
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력산업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2017년 기
준 수출 주력업종별 협회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 반도체 ▶ 석유화학 ▶ 선박
▶ 자동차 ▶ 석유제품 ▶ 철강 ▶ 디스플레이 ▶ 무선통신기기의 8대 업종이다. 발족식 겸 1차 회
의는 11월 13일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주력업종의 경쟁국 대비 현재와 3년 후 경쟁력 현황과
전망, 애로사항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8대 주력업종 중 2018년 현재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업종은 무선통신
기기,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선박으로 총 4개이나, 3년 후에는 선박만 경쟁력우위를 가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은 3년 후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철강과 석유제품에서
는 경쟁력이 비슷해 질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경쟁국은 중국으로 현재 선박, 석유제품, 디스플레
이, 무선통신기기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년 후에는 철강에서도 최대 경쟁
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래 그림은 2018년 현재 한국의 8대 주력업종별 경쟁력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현재와 3년 후 경쟁력 지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Part. 2 경제정책 동향 및 이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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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경쟁국과 경쟁력 지수(現)

최대 경쟁국과 경쟁력 지수(3년 후)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흥경쟁국의 추격’을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 일본, 미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증명하는 것이
다. 그 다음으로는 ▶ 보호무역 확산 ▶ 규제·노사갈등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 신제품개발
어려움 ▶ 환율·원자재가 변동 ▶ 부족한 정부지원(세제 등)을 꼽았다.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과제로는 ▶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강화 ▶ 전문인력 양성 ▶ 과
감한 규제개혁 ▶ 신규 수출시장 개척 ▶ 정부지원 확대(세제 등) ▶ 정부의 보호무역 극복노력 ▶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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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강세의 파장과 대응방향

급등하고 있는 글로벌 외환

1. 개최배경

시장이 극도의 불안정한 모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위안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로스

습을 보이고 있어 현상황을

등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의 공개적인 위안화 절하 베팅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경

점검하고 한국으로서도 긴급

제회복세에 힘입어 상승하던 달러가치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엔화가

대응책을 마련코자 긴급좌담

치는 마이너스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급등하고 있는 등 글로벌 외환시장은 극

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에

도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현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으로서도 긴급

서는 최근 원화가치의 상승

대응책을 마련코자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2017년 반도체 호황
착시로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2. 프로그램
세션 1 주제발표

간과한다면 과거 외환외기와

[발 제]

유사한 경제위기를 초해할

원화강세의 파장과 대응방향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발표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었다.

세션 2 종합토론
[토 론]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기간 2018년 1월 29일(월)
14:00~15:2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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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1. 개최배경

최근 미국의 세이프가드 결

세이프가드의 발동으로 국내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안으로는 불합

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대

리한 규제로 외국에 비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응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

가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최근 계속되는 기업관련 규제 강

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화로 국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임금 상승 등

기돼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

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좌담회

다. 좌담회에서는 미국의 세

를 통해 미국 세이프가드의 발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

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

게 논의하고 나아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응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의 합리적이고,

도 논의할 계기가 되기 위하여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논의
되었고 향후 열릴 제2차 한

2. 프로그램
세션 1 주제발표

미FTA 개정협상을 활용하여
미국측에 세이프가드 등 수

[발 제]

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견 등도 제시되었다.

세션 2 종합토론
[토 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기간 2018년 1월 30일(화)
13:30~15: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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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
현행 학자금제도는 대출을 통

1. 개최배경

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대학 등록금 부담이 만만치 않는 것이

부채 형태의 자금조달방식이

현실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직장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으

며, 유사한 학자금제도를 운

며, 그리고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수많은 대학 졸업

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학

생들의 정상적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

자금 부채 문제가 큰 사회적

원은 현행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그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고 미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대학생들의 짐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학자금제도의 대안으로서 미

학자금 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래소득의 일정부분을 일정기
간 동안 자금공급자와 나누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조달하는

2. 프로그램
발 제

소득나눔 학자금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
발표자: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종합토론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간 2017년 1월 31일(수)
14:00~16: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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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1. 개최배경

가상통화에 관한 사회적 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가 기존 화폐를 대신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제

란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통

2의 튤립버블’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맞서며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었

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순

다. 정부는 가상통화의 높은 가격 변동성에 기인한 부작용 등을 우려해 ‘거래 실

기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규

명제’를 도입하였고, 중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각종 규제를 발표하였다. 국내

제, 세제, 회계 분야의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가상통화 결제시스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는 등 가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

상통화에 관한 선제적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련하였다. 입법 회색지대에

불확실한 가상통화의 미래를 대비하고 건전한 가상통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있는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가상통화를 둘러싼 규제, 회계, 세제 분야에 대한 이슈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

최하였다

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축 사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위원장
세션 1 주제발표

기간 2018년 2월 20일(화)
13:30~15:15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가상통화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
발표자 :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교수
가상통화 과세방안 모색과 평가
발표자 :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가상통화 관련 회계처리 이슈
발표자 :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세션 2 종합토론
[토 론]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좌장)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교수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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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대박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도 벤처를 新성장 동력으

1. 개최배경

로 삼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미국과 중국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국내 대

넣고 전통 산업에서 이탈하는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국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각종

인력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대기업관련 규제와 업계 네트워크 부족으로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벤처 대박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타트업이 손쉽게 창업하여 성

개최했다.

장하고 다시 M&A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발전하는 구조
가 정착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
세션 1 주제발표 (사회: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발제 1]

기간 2018년 2월 27일(화)
14:00~15:1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국내 벤처생태계 현황과 대기업의 역할
발표자 :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세션 2 종합토론 (좌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토 론]
김영태 중소기업벤처부 국장
남대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홍경표 한화 드림플러스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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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
1. 개최배경

세미나에서는 미국 통상압력

연초부터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보복 관세 움직임

조치가 확대되면 5년간 최소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거세져 한국경제 성장 목표달성에 불안감이 고

68.1억 달런 수출손실이 예

조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통상의 중요성, 그중에서 전 세계 수입

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

규모 1위인 미국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한경연은 미국발 통상위기가 우리 경제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

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개

다. 한미FTA 협상 테이블을

최하였다.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
화전으로 활용하라는 조언과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함께 정부 각 부처와 민간기
업을 망라한 외교 컨트롤 타

기조연설 김종훈 전 국회의원, 전 통상교섭본부장

워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

발제 1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안

도 제기되었다.

발표자 :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발제 2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
발표자 :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하과 교수
토 론

기간 2018년 3월 7일(수)
10:30~12:00
장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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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

1. 개최배경

운데, 양국간 무역분쟁이 우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올

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해 1월 미국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 가드를 시작으로 철강, 알루미늄, 지적

하고, 우리나라의 대안은 무

재산권 등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고율관세

엇인지 논의하는 대외세미나

부과에 보복관세로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간 무역분쟁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양국간 무역분쟁 확대는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높

양국간 갈등의 주요 원인은

은 우리나라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으

현안으로 떠오른 미중 무역전쟁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대안을 무엇인지 모색하

로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기 위해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망하였다. 또한, 대중 무역
의존도 완화, 산업구조 개편,
ASEAN과 협력 등 무역 다각
화· 다자간 무역협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세션 1 주제발표
[발제 1]
미중 통상갈등 : 전망과 대응

기간 2018년 4월 16일(월)
14:00~15:3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발표자 :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
[발제 2]
다자간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
발표자 :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 2 종합토론 (사회 :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토 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정석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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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대응

1. 개최배경

기업이 이상적인 근로자를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자녀가 없는 남성근로자’ 대

2001년 1.3명 미만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현상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1.05명까지

신 ‘육아와 돌봄을 함께 하

내려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저출산은 우리의 미래에 큰 짐이 될 것입

는 부모근로자’로 정하고, 이

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생산성을 하락

들이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시키고 소비인구의 부족을 가져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한

방식으로 업무과정을 바꾸는

세수감소는 우리정부가 지금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를 늘어나게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합니다. 사실 저출산은 고용과 노동 등 기업과의 접점도 많은 만큼 기업의 노력

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직장

도 필요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영

과 출산이 불가분의 관계라

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의 대응방안은

며, 고학력 여성비율이 세계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직장
내 여성의 불이익을 줄이지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않으면 저출산은 계속될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축 사 김상희 의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춘숙 의원, 일생활균형과 일하는 방식 혁신포럼 대표
발제 1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
발표자 :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기간 2018년 4월 23일(월)
14:00∼16: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발제 2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일·가정양립 사례
발표자 : 정지현 SAP코리아 비즈니스 파트너
토 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지현 SAP코리아 비즈니스 파트너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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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9년간

1. 개최배경

노동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이 무난하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 국민이 체감하

임금증가율을 이미 경험했지

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는 비전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만 높은 가계부채로 소득증

다.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끌고 가는 성장은 한계에 왔으며, 기업과 국민 입장을

가-소비증가-투자증가의 선

둘 다 만족시키면서 한국의 분배와 성장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지름길로 주목받

순환이 어려워 성장이 침체되

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다. 추진력을 잃어버려 국민소득 3만 달러 문턱에서 물러

었다. 민간부문의 투자증대를

선 국가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기 위해 한국경제의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한경연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

은 선진국의 초입에서 그 다음을 내다보는 혜안을 얻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화하고, 혁신산업육성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증대정책으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발 제

기간 2018년 4월 26일(목)
15:00~16:30
장소 전경련회관 타워동 3층 파인룸

생산성 혁신과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
발표자 :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토 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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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개최배경

최근 중국 정부는 우리 기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의 발달로 메모리 수요가

을 규제하는 하는 동시에 자

증가해, 반도체 시장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양

반도체 산업은 경기변동이 큰 메모리에 편중되어 있어, 수요가 둔화되거나 공급

산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공

이 확대될 경우 호황국면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 정부의

급과잉으로 메모리 반도체

국산 반도체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반도체 굴기 정책을 통해 양산된 메모리 반

경기가 악화될 것을 대비해

도체의 물량공세가 내년부터 시작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새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는 지능형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산업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발제 1 반도체 시장 전망과 향후 리스크 요인
발표자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생태계 구축 및 핵심기술 개
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발제 2 지능형 반도체 발전 전략 및 향후 과제
발표자 :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종합토론 사회 :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준영 유엑스팩토리 대표

기간 2018년 6월 20일(수)
14:00~15:3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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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

1. 개최배경

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 해 8·2대책 발표 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 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지역과 지방과의 지역별 양극화는

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보유세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

정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

편안을 논의 중에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

향과 바람직한 보유세 개편방

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부동산 보유

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세 정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부

의하고자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산 보유세 인상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발 제 1 2018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제언
발표자 :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발 제 2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발표자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사회 :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기간 2018년 6월 21일(목)
14:00~15:3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실 부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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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실상은?

1. 개최배경

경기 하강기조에 대한 논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신흥국 통화위기 등 대외적 불안과 함께 내수침체, 고

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 경기

용 위축 등 국내적 어려움으로 인해 향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CSI) 등 기업들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도 역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체감경기 지표의 악

위해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

화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는 주장과

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주력

일시적인 침체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외

자 감소, 고용둔화 등 실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경제지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장기 경제전망도 하락이 예
상되고 있어 규제개혁 등 기
업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

세션 1 주제발표

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발제 1 체감경기지표 동향 및 시사점 – BSI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발제 2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발표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기간 2018년 10월 10일(수)
14:00~15:3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세션 2 종합토론(사회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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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

1. 개최배경

해 친환경 에너지원의 확보

최근 유럽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는 중요한 과제이나, 에너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의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하

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평균을 훨씬 하회하며, 30개국 중 20위 수준

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에 머물렀다. 우리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내수시장이 협소해 가격 우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태양광은 중국의 대량공

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

급으로, 풍력의 해외제품의 높은 국내 점유율로 인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

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이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

여건에 맞는 에너지 로드맵이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외세미나를

필요하며, 기술투자와 산업생

개최하였다

태계 조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충하고 수출로 이어지는 선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 제 1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및 시사점
기간 2018년 10월 16일(화)
14:00~15:3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발표자 :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발 제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자 :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종합토론 사회 :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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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1. 개최배경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경로

투자는 단기에 수요를 창출해 경기순환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장기

로 진입하고 있으며 자본생

적으로는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기술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

미친다. 국민의 생활수준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도 변화하지만, 투자를 통한 기

는 정책들로 인해 투자가 감

술진보를 통해 높아진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의 감소는 단순히 경기가

소하고 있다. 투자가 감소하

나빠지는 문제가 아닌 잠재성장률의 하락,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의 저하

면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이

와 직결된 문제이다. 한경연은 한국경제에서 투자의 역할을 돌아보고 선진국으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감소

로 나아가는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계획하였다.

해 다시 고용이 감소한다. 자
본생산성이 감소하면 투자가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발 제

다시 감소해 경제전반에 영
향을 미친다. 현재의 어려움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혁파

발표자 :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와 노동과 교육의 개혁이 시
급하다.

토 론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 실장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 팀장

기간 2018년 11월 5일(월)
14:00~15:3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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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1. 개최배경

은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헬스케어 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ICT 첨단기술

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 융합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도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와 더불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어 치료에서 예방으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변화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활용을 위한 법적 준비조차

의료 기술력과 디지털 인프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좋은 성장 여건을 갖추

미흡한 상황이다. 세미나에서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진입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이 산업의 성장에

는 의료비 절감 및 고용창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국민건강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위해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서는 유연한 규제 접근방식
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 제기됐다.
발 제 1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기간 2018년 12월 18일(화)
14:00~15:3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발표자 :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 제 2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법제도 개선과제
발표자 :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사회 :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박경수 삼정KPMG 이사
이광현 삼성전자 헬스서비스팀 부장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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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연구회

정치, 경제, 경영, 법학, 사회,

1. 발족 배경 및 운영

회계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

‘기업집단연구회’는 경제적 효율성 및 경영학적 성과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을 통해 기업 및 기업집단 관

통해 기업·기업집단에 대한 오인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기업집단에 대한

련 이슈를 검토하여 통합적

규제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 기업·기업집단 정책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인식 형성을 위해 정치학·사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회학적 연구도 함께 수행한다.

2. 인적구성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부교수
박세열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강신우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3. 2018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 3월 5일(월) 17:30
주제 | 차등의결권 해외 연구 조사
발표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강원 교수
내용 |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 방어와 장기 전략 가능 등의 장점이 있지만 대
리인 비용 상승, 경영진의 참호구축과 같은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차등
의결권의 산업분포를 살펴보고 기존 상장사가 차등의결권을 주식으로 자
본구조 재조정 할 때의 성과 분석을 통해 차등의결권의 특성에 대해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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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일시 | 4월 23일(월) 16:00
주제 | 진입퇴출과 생산성 - 영세자영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표 |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용 |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기술혁신 보다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가 퇴출
되고 높은 사업체가 진입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한다. 지역시장 및 생계형
자영 업종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진입과 퇴출이 중요하다. 이에, 지
역경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로 구조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3회
일시 | 5월 14일(월) 17:30
주제 | Impact of classified board on M&A target shareholder value
- Nurturing innovation through entrenchment
발표 | 강신우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내용 | 시차임기제(Classified board)는 경영진의 참호구축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하지만 美 73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위험을 감소한 혁신적인 R&D와 이노베이션을 통해 M&A 대상 기업의 주
주 가치를 더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됐다. 이에,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
해 발표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행하였다.
제4회
일시 | 6월 20일(수) 17:00
주제 |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
발표 |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내용 | 지주회사가 기업가치 보다는 대주주의 사적이익 강화 수단으로 사용된다
는 비판에 따라 최근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기업 가치는 증가하였으며, 개인대주주의 지분가치
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주의 지분가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나, 규제 보다는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제5회
일시 | 7월 17일(화) 16:00
주제 | 국내 PE 현황과 주요 이슈
발표 |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내용 | 2000년대 이후 금융시장 경쟁에 따라 차입기회가 제한되고 업계 성숙에
따른 치열한 경쟁 구도로 PE(Private Equity) 투자가 탈중개화·수익률 하
락·지주회사 중심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 PEF 시장은 여전히 규
모가 영세하나 운용사의 양적·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모집 규
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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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일시 | 9월 21일(금) 16:00
주제 | Do family firms care for their stakeholders? Evidence from
the customer-supplier relationship
발표 | 박세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내용 | 가족기업이 주요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존재는 공급 회사 성과의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기업 고객이 있는 공급 업체는 다른 공급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 낮아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회
일시 | 10월 22일(월) 17:00
주제 | Information or Distraction: Stock Market Reaction
to Lengthy Conference Calls
발표 | 강신우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내용 | 컨퍼런스 콜의 길이와 사용 단어, 어투 등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변동
한다. 장시간은 컨퍼런스 콜은 핵심 내용을 가릴 수 있어 기업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핵심 정보보다 사족이 많을 경우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는 정보 비대칭성이 심할수록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제8회
일시 | 11월 29일(목) 17:00
주제 |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의 원인과 방향
내용 | 막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남미의 최대 부국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
는 차베스 집권 이후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석유회사 국유화, 대규모
복지정책 시행 등 포퓰리즘 정책과 반시장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
만 국유화 이후 대량해고로 인재가 유출되고, 외국기업 이탈로 기술력이
상실되었고 원유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연
10%이상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으며 연 100만%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
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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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연구회

1.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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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법과 회사법 연구를 통해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을 지
적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
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
키도록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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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 1월 23일(화) 16:00
주제 | 가맹사업법 상 가맹희망자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발표 |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내용 | 공정위는 2002년 가맹사업법을 제정했으나, 가맹본부의 통제력이 커지
면서 가맹계약과는 다르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의
특성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가맹희망자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가맹본
부가 가맹희망자를 구속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그 부당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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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일시 | 2월 21일(수) 16:00
주제 | 헌법개정시안의 경제조항에 대한 검토
발표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내용 | 한국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고 환경권, 소비자기본권 등을
명시하는 등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어, 경제민주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현행 헌법의 테두리 정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시안은 토지공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이사제도 등 이념 지향
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국가개입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개인과 기업
의 창의와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활동의 자유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제3회
일시 | 3월 19일(월) 15:00
주제 |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발표 |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수준 규제가 일
괄 적용되어, 일부하위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고정된 자산기준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집단 수의 계속적인 증가
를 가져와 과잉규제 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공정거
래법상 현행 자산총액 일정 금액 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하
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제4회
일시 | 4월 16일(월) 16:00
주제 | 일본 최고법원이 내린 최근의 상사 판례들의 소개
발표 |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내용 | 특별지배주주의 지식매도청구, 이사회설치회사의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
서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의 효력, 이사해임 의안 부결 이후 주주총
회결의 취소 청구소송 적부 등 일본 상법 판례를 분석하고 이론적인 의의
를 도출하고 한국 상법 판례와 비교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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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일시 | 6월 18일(월) 16:00
주제 | 단말기 가격규제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발표 |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내용 | 2012년 공정위는 이동통신사업자 3사와 2개의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말기
출고가를 적정가보다 높게 설정하여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시
행했는데, 경쟁의 제한이 일어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계의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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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일시 | 7월 16일(월) 16:00
주제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쟁점과 과제
발표 | 신석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내용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TF에서는 현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사익
편취규제 적용대상 확대,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여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제
도의 적정성 여부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7회
일시 | 9월 17일(월) 17:00
주제 | 몇몇 회사법 판례에 대한 경제학적 단상
발표 |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 법적 추론은 대전제-소전제-결론의 3단 논법으로 해석을 통해 대전제
의 의미를 규명한 후 사실에 적용하는 방식이나 법경제학적 사고는 단
순한 논리적 추론을 넘어선 ‘실제 손익’에 대한 관심을 둔다. 이러한 법
경제학적 관점으로 회사의 구조조정과 스톡옵션, 회사분할과 도급계약
승계 등 주요 판례를 평가하였다.
제8회
일시 | 10월 15일(월) 16:00
주제 | 상법의 순수성
발표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내용 | 법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회사법
역시 회사와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되어
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산총액별 기업규제, 노동이사제도 도입, 스튜어
드십 코드 등 상법의 기본가치에 반하는 법률 제정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제9회
일시 | 11월 15일(목) 16:00
주제 |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발표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 2011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전보적 손해
액의 3배까지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하도급법”개
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현재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
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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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일시 | 12월 19일(수) 16:30
주제 | 최근의 벤처지주회사 및 CVC 관련 규제 개편안에 대한 분석
발표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 최근 벤처활성화의 방안으로 벤처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이 부각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제와의 정합
성 담보가 관건이다. 이에 벤처지주회사 및 CVC의 운용실태와 규제체계
를 살펴보고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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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회

1. 발족 배경 및 운영

노동법 연구회는 노사관계논

본 연구회는 갈등이 첨예한 노사현안에 대해 노사상생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

의의 보편타당성을 지향하며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법·

노동문제에 대해 원칙과 예외

노사관계 전문가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노동시장 질

의 분명한 구분을 통한 공정

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

질서 확립을 추구한다. 2018

적으로 한다. 고용과 노동 관계법 전반을 아우르는 쟁점을 중심으로 주제별 연구

년 한해 동안 총 4차례 개최

자를 선정하고 격월 1회 연구회를 개최하며 연구자료를 검토 한다.

되었으며 파견·도급, 산안
법, 정부의 노동정책, 통상임

2. 인적구성

금 등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행하였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길 I&S 법무법인 변호사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재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3. 2018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 5월 25일(금) 15:00~17:00
주제 | 최근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발표 |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 한국과 독일의 판례를 비교하면 한국은 일단 외부노동력 이용을 파견의
범주에 가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파견이 아닌 다른 계약관계로 보고자
하는, 파견에 대한 근원적 인식의 차이가 있다. 특히 파견 인정을 위한 결
정적인 기준으로서 지시권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두 나라 판
결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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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일시 | 6월 28일(목) 16:00∼18:00
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평가
발표 |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 올해 상반기 고용부가 산안법을 전면 정비를 목적으로 개정안을 냈다. 기
업활동을 크게 제약하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산안법의 보호 대
상 확대(‘일하는 사람’의 보호),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
임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노사의 작업 중지 및 긴급대피,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관련 조항이다. 그대로 입법이 되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
하여 관련 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3회
일시 | 8월 21일(화) 16:00~18:00
주제 | 노동법 입법 과제 및 역할
발표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 정부의 노동정책을 실시하는데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나 관련 거시경
제적 효과에 대해 검토가 없는 상황이다. 노동법 분야의 법제화 과정은
현장에서 논쟁이 시작, 법리 논쟁을 거쳐 입법되는 수순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제도만 별도 추진하고 있어 기업, 노사 현장에 많
은 혼란이 촉발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미진하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제4회
일시 | 10월 4일(목) 16:00~18:00
주제 |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
발표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 적용을
위한 ’3가지 일반 요건‘과 ’4가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 사건과 기아자동차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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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회

1. 발족 배경 및 운영

시장경제연구회는 저성장 기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더하여 성장잠재력마저 저

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

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새로운 정책방향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는 현 한국경제에 문제의식을

이에 본 연구회는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

가지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경제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

다. 경제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색하고 있다

들의 식견을 모아 정책 결정
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이며,

2. 인적구성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올해는 세 번의 연구회가 개
최되었다.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前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종석 국회의원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박우규 LeeInternational 고문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교수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art. 4 전문가와 지식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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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정재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황인태 중앙대학교 회계학 교수

3. 2018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 2월 9일(금) 11:30
주제 | 산업구조전환의 도전과 과제
발표 |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용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의 위기에 처한 직종은 47%에 이르며, 일자
리수 뿐만 아니라 일자리질 또한 하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와 인공지
능으로 인해서 인간은 창조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긍정적 견해의 논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축적의 싸움이
고 산업 경계의 파괴와 대융합이며, 한국경제의 도전과 과제는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
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2회
일시 | 4월 19일(목) 11:30
주제 | 자유시장경제의 모범답안 싱가포르
발표 | 강승문 저자
내용 |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 금융 허브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과거 사회주의 국
가로 대중들이 왜곡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상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실질만 추구한 린콴유의 리더십과, 투명하고 유능
한 정부를 지향 실현하였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들과,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시킨 결과 세계 1위의 물동량을 기록한 환적항을 만들
며, 자유적이면서 권위주의적인 독특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제3회
일시 | 10월 23일(화) 11:30
주제 | 최근 노사관계 쟁점과 전망
발표 |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내용 | 최근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최저임금 확
대에 대해 입법 배경 및 기존 판례를 예시로 대조해 봄으로서,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해 본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 및 건강
한 노사관계로 이어 나갈 수 있게 올바른 정책의 방향도 제시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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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연구회

1. 발족 배경 및 운영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논의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

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4차 산업혁명 연구회

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를 발족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클라우드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우리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최

나라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소화,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4차 산

살펴보고 향후 4차 산업혁명

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한 규제설계 등이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도출

개최하며 주제발표 이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연
구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2. 인적구성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 2018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 9월 14일(금) 16:30
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가능한가?
발표 | 이지민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내용 |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인간의 노동에서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이 중요했
던 시기에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정신노동의 비중이 더 중요해지는 지
식경제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논의는 활
발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인간의 추상적 노동의 가치
가 더욱 높게 평가되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
므로, 성과(직무)급과 직종·직능급, 생계기초급을 혼합한 임금제도와 유
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Part. 4 전문가와 지식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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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일시 | 10월 31일(수) 16:30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고용노동제도
발표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내용 | 4차 산업혁명은 고용구조와 근무형태, 노무대가의 측정방식 고용·노동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공장제 시대, 2·3차 산업시대와는 다른 세밀하고 차별적이며
다원적인 노동보호 정책이 필요하며, 기술진보에 맞는 노동시장제도 마련
을 통해 기술 발전과 일자리 증가가 선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제3회
일시 | 12월 19일(수) 16:30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체계
발표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내용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연결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시대에는 투자기반형에서
인력기반형으로, 혁신의 위험을 공유하고, 지역단위의 혁신 플랫폼 구축
하는 등 산업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디지털 융합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 노동부, 과기부 등과 협력하고, 인재양성을 위
해 산·관·학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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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회원사, 경찰 중간관리자, 교

1. 회원사 대상

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

시장경제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희망기업에 경제교육 강사 지원

제교육을 실시하여 자유시장

• (대한항공) 종합직 135명 입사교육 특강 (오형규 한경 논설위원, 2/21)

경제와 기업에 대한 지식을

• (한진) 물류종합직 신입사원 40명 입문과정 (손정식 명예교수, 1/10)

전달했다.

• (LS) 신입사원 경제교육 (손정식 명예교수, 1/6)
• (휴켐스) 임직원 경제교육 (류랑도 더퍼포먼스 대표, 11/13~14)

2. 경찰
경정·경감급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우리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리더십 역량을 강화
• 6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교육 진행 (매회 약 12시간 강의)
• (안보) 김영수 서강대 교수, (리더십) 권오용 고문, (금융) 윤창현 교수,
(경제기초) 오형규 논설위원, (기업가정신) 김정호 교수 등 강연

3. 교사
➊ 한국교총과 동·하계 경제교육 공동운영 (매년 2회)
• 전국 초·중등교사 대상으로 3일에 걸쳐 학생들 경제교육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경제 현황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연
• (CEO특강) 조웅래 선양소주 회장, (기업세계) 이진성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소
장, (산업혁명) 최병철 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新기업문화) 이현재 배달의민
족 이사, (e-스포츠산업) 김상균 강원대 교수 등
➋ 서울시교육청 승인을 받아 초·중등교사 직무연수 운영 (하계 1회)
• 한국경제와 기업역할, 경제교육 티칭방법 등을 통해 시장경제교육 및 기업·
기업인에 대한 인식 제고
• (경제전망)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교사리더십)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경제지도법) 김진국 배제대 교수, (CEO특강) 김경준 부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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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생
➊ EIC (연간 2회)
• 매학기 12주 과정의 경제동아리로 수도권 대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창업자, 경제분석 전문가 등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
• (경제) 홍성국 미래에셋 전대표, (기업인) 손병학 대우네트웍스 부회장, 박용
준 삼진어묵 대표, (4차 산업혁명) 이현재 배달의민족 이사, 조성범 알리바바
한국지사 대표, (교양) 송진희 HMI컨설팅 대표 등
➋ YLC (연간 2회)
• 매학기 운영되는 동아리로 대학 내 반기업 완화와 기업에 대한 학습을 고취
• 7개 지부(관악, 안암, 강원, 경남, 경북, 전라, 충청)로 구성, 토론회(Y.E.S과정),
경제캠프(Pre&Co YLC), 열린토론회, 열린강연회 등 개최
➌ (시장경제강좌) 학교별로 ‘시장경제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예산지원
• 대학생들이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대, 동국대, 광운대 등
서울권 대학(1학기 8개, 2학기 6개)에 ‘대학경제강좌’ 개설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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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이승석 |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분석과 향후 경제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쉽게 하고 정책당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

핵심내용 – 2018년 성장률

다. 본 보고서의 심도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을 1분기 2.8%, 2분기 2.8%,

대부분의 회원사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방향 제시는

3분기 2.7%, 4분기 2.7%로

민간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도

이다.

비교적 일관되게 전망하였다.
3분기호에서의 전망 하향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둔화

2. 연구내용
2018년 1분기

폭 확대를 고려한 것이었다.

전망 2018년 경제성장률을 2017년 보다 0.3%p 낮은 2.8%로 전망했다. 투자 증

4분기호에서 2019년 성장률

가세 둔화가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14.6%의 높은

은 2.4%로 2018년의 2.7%에

성장률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상승, 법

비해 0.3%p 하향전망했다.

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올해는
3.0%로 크게 위축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SOC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0.1%까지 둔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
질수출(재화와 서비스)은 글로벌 수요확대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가능성, 국제유가 상승폭 축소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소득지원 확대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
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6% 증가율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2분기
전망 1분기 전망을 유지하여 경제성장률 2.8%를 전망했다. 다만, 거시지표의 점
진적 둔화, 기준금리 인상, 유가상승 등이 거시경제 전반, 특히, 민간소비의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집중해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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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전망 2018년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0.1%p 하향한 2.7%로 수정하여 전망했다.
건설 및 설비투자의 둔화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무역마
찰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주요품목에 대한 수요확대에 힘입어 수
출은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4분기
전망 2018년 경제성장률을 2.7%, 내년은 올해 전망치보다 0.3%p 낮은 2.4%로
전망했다. 극심한 내수(소비+투자)부진과 수출증가세 둔화가 2019년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
한 조정, 성장둔화에 따른 설비증설 유인부족, 그리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상승 등으로 내년에는 둔화폭이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정책과 SOC예산 감축
에 기인하여 증가율이 -4.5%까지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부문 역
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성장률 둔화, 반도체 단가의 하락세 등 교역조건 악화가 수출증가율 둔화의
주요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p 감소한 2.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진으로 인한 취업자수의 급감 역시 소
비위축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3. 평가
대외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이 분기별로 수정되었지만 2018년의 흐
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형 개선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
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이를 둘
러싼 정치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의적절하고 바람
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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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기실사지수(BSI)

허서지 |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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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향

기 대응성이 낮고 조사가 곤란한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산업 중 매출액 우선순위

후 경기전망 지표로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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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의 시의성, 조사과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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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간편성, 조사 대상 업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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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의 편리성을 강점으로 가지

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보다 많

며 특히 본원 조사는 매월 발

음을 의미한다.

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2. 연구내용
2018년 1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1월 전망치는 96.5, 12월(’17년) 실적치는 97.2을 기록했다.
정책과제 1월 전망치는 20개월 연속 기준선(100선) 아래에 머물렀는데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의 긴축통화기조 유지 등 부정적 대외여건 지속
▷한국의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지적
했 다.
2018년 2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2월 전망치는 91.8로 9달만에 최저치를 갱신했고, 1월 실적치는 95.4를 기
록했다.
정책과제 기업들은 부정적 전망의 주요 이유로 ▷美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본
격화 ▷원화 강세와 유가 상승에 의한 채산성 악화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 우려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을 지적했다.
2018년 3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3월 전망치는 100.2로 22달만에 100선을 회복했으며, 2월 실적치는 86.2로
3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책과제 21개월간 기준치 100선을 하회하던 전망치가 100선을 회복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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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기업들은 ▷지난달 실적악화에 따른 기저효과 ▷건설수주 증
가 등 3월의 계절적 요인 ▷남북대화 재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
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2018년 4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4월 전망치는 96.3을 기록하며 3월 전 다시 100선 아래로 후퇴했다. 3월 실
적은 99.1로 나타나 2015년 5월부터 35개월간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정책과제 기업들은 ▷美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 발생 ▷미중 무
역갈등으로 인한 대중 수출 감소 우려 등을 부정적 경기 전망의 이유로
지적하면서, 대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2018년 5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5월 전망치는 100.5을 기록하며 2개월 만에 다시 100선을 회복하였고 수출
(101.5), 내수(101.8) 등 부문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4월 실적은 94.0을 기
록했다.
정책과제 5월은 가정의 달로 통상 전망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 전망
치에 대해 기업들은 ▷가정의 달에 따른 내수회복 기대 ▷남북정상회
담 개최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주요국 경기 호조 신호를 주요 이유
로 제시했다.
2018년 6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6월 전망치는 95.2를 기록하며 100선을 하회했다. 5월 실적(95.5)은 긍정적
이었던 5월 전망(100.3)과 달리 기준선에 못 미쳤고 37개월간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
정책과제 6월 전망치 하락은 수출·내수 등 수요적 측면보다 ’16년 초에 비해 3
배가량 상승한 국제유가 등 채산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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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7월 전망치는 90.7을 기록,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 6월 실적은
91.9로 2000년 이후 최장기간 부진한 기록을 나타냈다.
정책과제 기업들인 부정적 경기전망의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지속적인 내수부진 ▷주52시간 근무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을 지적하며, 수출환경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책 노력
을 강조했다.
2018년 8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8월 전망치는 89.2를 기록하며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 ’17년 2월
이후 BSI 전망치가 80대를 기록하면서 부정적 경제심리를 나타냈다. 7월
실적은 89.7로 39개월간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
정책과제 기업들은 ▷여름철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계절적 요인 ▷내수
침체 및 수출둔화 등 전반적인 경기악화 ▷최저임금 인상 논란 ▷국제
유가 상승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건설과 설비투자 감소 등
경기둔화 징후가 뚜렷한 만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2018년 9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9월 전망치는 92.2로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추석으로 인한 내수 상
승 기대를 감안하면 기준선을 크게 밑도는 낮은 수준이다. 8월 실적은 91.1
을 기록했다.
정책과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전망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내수부진 ▷하반기 금리인상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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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10월 전망치는 97.3으로 여전히 기준선 100 이하에 머물렀으나 지난달보다
상승하며 다소 개선되었다. 9월 실적은 84.2을 기록하였다.
정책과제 기업들은 10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내수증진 행사 ▷중국 한한
령 해제 확대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내수 진작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
봤으나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
2018년 11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11월 전망치는 전달(97.3) 대비 크게 하락한 90.4를 기록하며 2년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10월 실적치는 91.0으로 조사되었다.
정책과제 부정적 전망에 대해 ▷전반적인 제조업 불황 ▷중국 국경절 이후 수요
증가세 미진 ▷환율·유가 상승 ▷신흥국 자본 유출 위기 등이 주요 이
유로 지적됐다. 기업들은 ▷경기하강 국면 전환을 위한 정책 개선 ▷금
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기업경기전망
전망 12월 전망치는 88.7로 22개월 간 최저치이자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
이다. 11월 실적치는 88.7로 조사되어 43개월간 기준선 아래를 기록했다
정책과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전망이 크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는
데, 12월 제조업과 중화학 공업 전망치는 각각 82.1, 79.2로 3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기업들은 ▷과감한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 기
업 투자 유인 정책 확대 등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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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 칼럼은 한국경제연구원
이 추구하는 ‘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의 가치에 부합
하는 정론을 펼치는 장으로

2018년 KERI 칼럼 게재 현황
No

일자

제목

필진

001

01.12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나타나고 있나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002

01.24

규제혁신은 사고(思考)혁신이다

003

2018년 중 KERI 칼럼의 주요
내용 및 필진은 다음과 같다.

004
005
006
007
008
009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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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연구위원

트럼프의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황금빛 가위와 규제개혁
수년째 빗나간 세입추계,
홍성일
03.12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재정 신뢰도 떨어뜨려
비정규직 보호하지 않는
유진성
03.22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
비정규직보호법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유정주
04.18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재검토해야 할 시기
설비투자, 양적 개선에
이승석
05.10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안주하기 이르다
국외전출세는 조세회피방지
임동원
06.08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부연구위원
목적에 한정 적용해야
국가부도 위기 부른 통계조작
조경엽
06.19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사례와 교훈
규제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재원
07.03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
생존의 문제다
02.14

011

07.20

012

08.03

013

08.21

014

09.13

혁신성장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015

10.17

메가-FTA 시대, 한국이 주도해야

016

10.26

2019년 한국경제를 전망하며

017

11.09

가업승계의 걸림돌인
상속세제 개선되어야

018

12.31

소득주도성장 정책, 1.5년의 실험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성 고용률 증가와 출산율 제고
양립을 위한 정책 제언
국민연금 개혁,
경쟁력 강화부터 시작해야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연구위원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부연구위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Cyber KERI
1. 사업의 목적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

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

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

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

특히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른 회원들의 다양한 요

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지

구를 수용하고, 정보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 지식정

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명실상부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Data Bank’로서

다.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는 본원의 연구발간물을 게재
하는 ‘연구자료’ 부문, 다양한

2. 사업의 주요 내용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의 구조화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www.keri.org)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동향과 전망’, ‘세미나 자료’ 등 본원에서 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
는 ‘이슈분석’ 부문,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정보를 제공하
는 'KERI DB' 부문 등으로 구
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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