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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

김 승 일*1)

<목 차>

Ⅰ. · 소기업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1.1 · 소기업 간 경쟁의 제도  환

경

   1.2 경제력 집 의 심화

   1.3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향

Ⅱ. 기업의 수직  거래 계 공정화

   2.1 수직  불공정행  규제의 강화

   2.2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규제

Ⅲ.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3.1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황

   3.2 부당 내부거래 규제의 한계

   3.3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개선 방안

Ⅳ. · 소기업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을 

한 주요 이슈

   4.1 기업집단 규제의 방향

   4.2 속고발권 문제

   4.3 불공정행  제재와 집행

국문 요약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기업 간 역동 인 경쟁과 경제 

발 을 이끄는 기반이다. 특히 소기업이 시장 경쟁을 통해 견기업, 기업으로 성장하고 

기업이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공정한 경쟁의 생태계가 필요하다.

소수 기업에게 경제력 집 이 심각한 국내 경제에서는 특히 기업이 거래 소기업의 

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련된 법의 집행 

등이 이슈가 된다.         

부당 로제한 행 는 행 독 규제법을 통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과 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 소기업 수직  계의 공정성이라는 논리의 틀에서 분명하게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 한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은 정책 당국의 극 인 규제 의지가 요하다.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 문제는 내부거래의 불공정성과 범죄성 인식을 근거로  불공정행

를 규율하기 한 안 발굴과 련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 부당 내부거

래 문제는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례가 많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당 로제한 행 와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여 공정 경쟁의 생태계를 확립하려면 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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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2011년 12월 (pp.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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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조의 문제, 불공정거래 고발과 집행의 문제 등이 같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 조항의 

개정과 보완, 정부의 불공정거래 규율에 한 극  의지 등이 복합 으로 가시화될 때 공정

경쟁 생태계는 제 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공정경쟁 생태계, 부당 로제한, 부당 내부거래, 극 인 규제 의지

Ⅰ. · 소기업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1.1 · 소기업 간 경쟁의 제도  환경

 1.1.1 공정거래법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한국 경제의 공정거래와 

공정 경쟁을 규율하는 기본법의 역할을 한다. 동법은 독과  등 시장지배  지  남

용의 지, 기업 결합의 제한  경제력 집 의 억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 의 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  지, 공정거래 원회 조직 련 사항, 조사 등의 

차와 과징  부과 련 사항 등을 규율한다.

그러나 동법은 한국 경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련된 여러 성과에 불구하고  경

제력 집 , · 소기업 성과 격차 등 근본 인 문제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1) 법 제정 이후, 상황  요구를 반 하는 개정이 지속되었으나 법 제

정 당시와 달라진 경제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면 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경제력 집 이 억제되고 구조  불공정의 

문제가 개선된다면 견 기업 육성 등 경제 정책도 실행력이 배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1.1.2 하도 법

‘하도 거래 공정화에 한 법률’(이하 하도 법)은 기업 간 거래  특히 기업과 

소기업 간 하도 거래의 공정화를 규율하기 한 법으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성

격을 지닌다.

동 법은 하도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 사업자가 등한 지 에서  

균형 있게 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기업자와 소기업자 간 하도 거래와 직  사업 년도의 연간매출액 

는 상시 고용종업원수가 수 사업자를 과하는 소기업이 타 소기업과 하도

1) 권오승, 2011, 독 규제법 30년,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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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는 경우에 용된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계약 단계, 사업 활동 단계, 

지  단계, 기타로 나 어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불공정 하도 을 방지하

기 한 의무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한 반행 의 신고  조사, 분쟁조정 의

회, 시정조치, 과징   고발, 공탁, 과태료 등의 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기  공정 가 발표한 하도 법 반 

의 업체 비율은 47.0%나 되어 과반수 가까운 원사업자들이 동 법을 수하지 않고 

있다. 낮은 법 수율은 법 자체에 한 실효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도 거래에서 

고질 인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의 불공정행 가 근 되지 않

고 있으며 · 소기업 간 구조 인 불공정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1.3 · 소기업 력 추진 정책

정부는 2004년 이후 지 까지 기업과 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한 여러 정책을 입

안하고 추진하 는데 그 경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소기업 상생 력을 추진하기 하여 2004년 12월에 ｢ ․ 소기업 력재단｣을 

설립

- 상생 력 진을 해 기업, 소기업 표 등이 참여하는 ｢상생 력 보고 회｣를 

6차례(‘05-’07년)에 걸쳐 청와 에서 개최

- ｢ ․ 소기업 상생 력 진에 한 법률｣ 제정(`06.3)으로 상생 력 진의 법률  

근거를 마련

- ‘08년 이후에는 3개년 마다 범부처 인 ｢상생 력추진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상생 력연구회,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 력의이론  틀을 마련하고 홍

보하 으며 ‘상생 력大賞’ 등을 통해 상생 력 분 기를 확산

- 지식경제부, 소기업청, 공정거래 원회, 경련, 소기업 앙회, 주요 기업 등이 

참여하여 상생 력에 한 각종 ‘ 약식’을 진행(‘08-’10년)하여 왔으며 ‘10년 9월 

29일 ’상생‘을 ’동반성장’으로 재정의 하여 련 정책을 추진

- 2010년 9월 29일 ․ 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책」에 따라 동반성장 원회가 조직

되어 ‘이익공유 모델’, ‘ 합업종 선정’, ‘동반성장 지수’ 등을 주요 과제로 하여 활동 

1.2 경제력 집 의 심화 

상기한 공정거래법과 하도 법, 정부의 · 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에 불구하고 국내 경

제는 기업집단 심으로 경제력이 집 되는 상이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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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10  그룹 제조업 매출 비  추이

 (단 : %)

3 4 .4

3 6
3 5 .2

3 6 .8

3 7 .9

4 1 .1

2 0 0 5년 2 0 0 6년 2 0 0 7년 2 0 0 8년 2 0 0 9년 2 0 1 0년

  

자료: 재벌닷컴,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재정리

국내 10  기업 집단의 매출액이  산업 매출액에서 유하는 비 은 2005년 

34.4%에서 2010년 41.1%로 상승하 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2009년 이

후 매출액에 기 한 10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 도가 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기간  4  기업 집단의 매출액 유 비 은 25.9%에서 30.0%로 상승하여 

상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  상이 두드러졌다.

47개 기업집단이 진출한 업종 수는 평균 으로 2005년 13.3개에서 2011년 18.6개

로 증가하 고, 2010년 기 으로 상장 계열사들의 주식 시가 총액은 체 주식 시장 시

가총액의 반 이상을 유하고 있다. 

1.3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향

1.3.1 공정경쟁 생태계의 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외견상 공정거래법, 하도 법 등을 갖추어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규율하기 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수 기업집단에게 

경제력이 집 되는 상황을 효과 으로 규율할 법 , 제도  기반은 취약하다. 한국  

특수 상황을 감안한 합리  규제가 미비하고 련 불공정행 에 한 느슨한 처벌로 

인하여 경제질서의 공정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 같은 구조

 문제 을 인식하면서도 경제 반의 공정경쟁 질서를 세우는 일을 회피하고 ‘동반

성장’ 등으로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왔다.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경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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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속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 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상호 모순된 상

황을 래하는 근본  원인이다. 

기업은 근본 으로 이익 추구  존재이며 기업 간에는 일반 으로 경쟁의 논리가 지

배한다.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 행동은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동반성장 정책도 자율  력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소기업을 지원하는 형

태인 경우가 많다. 동반성장 노력에 불구하고 · 소기업 성과 격차와 경제력 집  

상이 심화되는 것은 이 같이 · 소기업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법과 제도가 불공

정성 등 구조  문제를 제 로 규율하지 못한 결과이다. 경쟁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기업과 소기업이 동반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련 내용을 법과 제도로 실효성 있게 

규율하는 것이 요하다. 공정거래 련 제도와 법규, 집행의 신이 필요한 것이다.

1.3.2 공정경쟁 생태계의 신 방향

공정경쟁 생태계는 경쟁과 련된 기업 행동 반에 련되어 범 가 넓다. 한국의 최근 

경쟁질서 이슈를 보면 자본주의 4.0과 련된 논의,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문제, 일감 몰

아주기로 표 되는 부당 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 상 방의 로를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 의 독립성  합의제 내실화 문제, 속고발권 문제, 불공정행  련 제재의 

엄격화와 법 진, 손해배상 제도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이 

견 기업, 기업으로 성장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확립하는데 특히 필요한 주제로 논의

를 한정하고자 한다. 부당하게 로를 제한하는 행 를 포함하는 수직  거래 계 공정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의 문제, 련된 기타 이슈 등이 논의의 상이다.         

Ⅱ. 기업의 수직  거래 계 공정화

2.1 수직  불공정행  규제의 강화

2.1.1 수직  거래 계의 경쟁제한성2)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행 의 규제는 주로 수평  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와 

계를 상으로 한다. 그러나 후기 시카고 학 가 제시하고 있는 통찰  하나는 경

쟁이 동일 단계의 수평  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  계에 있는 사업

2) 다음의 내용을 주로 인용, 김성훈, 2011, 독과 에 한 규제, 독 규제법 30년,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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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통 인 견해는 수직  계의 사업자는 상호 보완 인 계에 있다고 보지만, 새

로운 견해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경우 해당 상품의 최종 가격에서 각자 얼마만큼

의 비율로 나 어 가지느냐 하는 면에서 상호 경쟁한다고 본다. 그 근거로 각 사업자

의 이익이 서로 반비례 계에 있다는 사실이 제시된다. 제조업자의 이익이 높으면 

유통업자의 이익이 낮고, 그 역의 계도 성립한다. 이런 계는 최종 제조업자와 원

재료나 부품을 공 하는 제조업자의 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나라의 규모 유통업자가 그 공 업자에 하여, 한 자동차

나 자제품 생산에서 시장지배  사업자인 경우 그 원재료 공 자에 하여 남용행

를 하는 경우에 용할 수 있다. 이 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수직  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상호 경쟁자들이라고 본다. 공 업자의 공 가격이 낮아졌는데 소비자

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이 이에 상응하여 낮아지지 않았다면 규모 유통업자나 자동차 

혹은 자제품의 생산자가  가격인하의 성과를 흡수해 버리는 행 를 한 것으로서 

이는 경쟁제한 행 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수요 독과 이 증가하고 있고, 수요측면에서의 독과 도 공 측면에서의 

독 과 마찬가지로 사회  손실을 야기한다는 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독 규제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지배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법상 수요독과  규제의 근거도 존재한다.

재 산업집 이 반 으로 심화된 우리 경제에서 부품 등을 공 하는 거의 모든 

소기업은 수요 독과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 독과 의 규제는 

한국의 공정경쟁 생태계 논의에서 매우 요한 과제이다. 수요 독 자가 가격을 낮추

어 납품을 받고 그 인하 부분을 최종 소비자에게 충분히 이 하지 않는다면 이를 경

쟁제한 으로 평가하고 그 행 에 해 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2 수직  거래 계의 공정화 방향

실 으로 국내경제에서 기업집단 기업간의 담합, 부당 공동행  등 수평  불

공정행  못지않게 수직  계에 있는 기업에 한 불공정행 의 폐해도 심각하다. 

특히 상  기업집단의 경우 경제  향력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힘이 복합되어 하

도 거래 기업만이 아닌 여타 기업들에 한 향력도 막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수직  계의 불공정성에 해서는 그 구제가 미미한 것이 실이다. 

앞에서 언 하 듯 행 규정으로도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지배  남용행 를 규제할 

근거는 존재한다. 다만 규정의 용의지, 용을 한 구체 인 조항과 법규, 구체

인 집행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문제일 따름이다.

산업의 거의  분야에서 집 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서 수요 독과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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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기업집단의 수직  계의 공정성 규제는 공정경쟁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매우 

요한 부분이다. 수직  계의 공정화가 진 되면 훨씬 많은 소기업들이 견기

업이 되고, 견기업이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단된다.  한 규

제방안을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구체 인 추진 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2.2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규제

2.2.1 배타조건부 거래 규제의 논리3)

타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거래상 방에게 유효경쟁의 상

태에서는 상정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착취남용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

해하거나 실 ·잠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쇄 는 배제하는 방해 남용으로 

나 는 등 이미 련 논리가 상당 부분 발 되어 있다.4)

배타조건부 거래 규제의 논리로 우선 민법상 등가성 원리의 용을 고려할 수 있

다. 컨  시장지배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거래 상 방만 

속공  의무를 지는 경우라면 거래조건의 등가성 면에서 부당하다. 거래조건의 등

가성이라는 개념은 약 규제에서는 이미 인정이 되고 있다. 칼 라 츠는 독일의 경우 

일반거래약 에 한 법률로 말미암아 계약당사자 사이의 ‘동시지 ’ 는 ‘균형 계’

의 사상, 즉 계약상 정의의 은 어도 부수의무, 험과 부담, 계약불이행의 경

우 인정되는 권리에 하여서는 이미 법률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한다.5) 련된 계

약자유의 제한은 약  사용자와 상 방의 형  불균등한 지 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고 말하는데 부수의무의 등가성은 거래조건의 등가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약

규제법도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사 지법 제2조 제6항은 ‘부당한 거래제한’ 개념을 “....수량, 기술, 제품, 

설비 는 거래의 상 방을 제한하는 등 상호 그 사업 활동을 구속하거나...”와 같이 

규정하여 련 불공정행 를 규제하고 있다.   

2.2.2 배타조건부 거래의 규제

상기에서 살펴 본 논리는 행 독 규제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충분히 원용이 가능

3) 김성훈, 게서

4) 권오승 외, 2010, 독 규제법, 법문사, 42면.

5) 칼 라 츠  (양창수 역), 2008, 정당한 법의 원리, 박 사,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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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규모기업집단 는 수요독  치에 있는 기업들의 거

래 상 방에 한 구속조건부 거래는 일명 ‘부당 로제한’ 행 로서 해당 기업의 성

장, 로벌화를 크게 제약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행 가 제 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이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정책 당국의 극 인 규제 의지에 의해 충분히 

규제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해당 조항의 개정과 보완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Ⅲ.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3.1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황

3.1.1 내부거래의 동향6)

공정 는 ‘11년 4월을 기 으로 민간 기업집단 47개  신규지정 집단 4개를 제외

한 43개 민간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083개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 다. 기업

집단 체 매출액 1201.5조원  계열사에 한 매출액은 144.7조원으로서 내부거래 

비 은 12.04%이었다. 체 비상장사의 내부거래비 은 22.59%로 상장사 8.82%보

다 훨씬 높았으며 내부거래 액은 상장사 81.3조원, 비상장사 63.4조원이었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거래비 은 12.48%로 총수없는 집단의 9.18%보다 3.30% 

높았다. ｢삼성｣(35.3조), ｢ 자동차｣(25.1조), ｢SK｣(17.4조), ｢LG｣(15.2조), ｢

포스코｣(10.5조) 순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컸으며 이들 5개 집단 내부거래 액의 합

계는 103.5조원으로 체 43개 집단 내부거래 액 144.7조원의 71.53%를 차지하

다. 이들 집단의 매출액이 체 집단 매출액에서의 비 은 55.1%이었다. 즉 상  

기업집단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하  집단에 비하여 더 활발한 것이다.  

수출액을 제외한 상  10  집단(총수 있는 경우)의 내부거래비 은 27.86%*로 

수출액을 포함했을 때(13.23%)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을 보 다. 해외시장 매출

이 많은 ｢삼성｣, ｢ 자동차｣, ｢LG｣ 등은 수출액을 제외할 때의 내부거래비 이 

35-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6) 공정거래 원회, 2011, 2011년 기업집단 내부거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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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  10 집단(총수있는 경우)의 수출액 제외시 내부거래비

                                                                            (10년말 기 , 단  : %)

집단명　 체 내부거래비 (A) 국내시장 내부거래비 (B) 차이(B-A)

삼성 13.68 35.63 21.95%p

자동차 21.05 44.17 23.12%p

SK 15.55 23.99 8.44%p

LG 14.25 40.38 26.13%p

롯데 12.71 14.97 2.26%p

공업 7.01 26.90 19.89%p

GS 3.57 6.55 2.98%p

한진 3.56 22.35 18.79%p

한화 6.84 8.16 1.32%p

두산 5.94 10.95 5.01%p

계 13.23 27.86 14.63%p

3.1.2 내부거래의 주요 특징

<표 2> 상  3  집단 주요 수직계열화 구조 

집단명 주요 수직계열화 구조

삼성

( 자제품)
삼성 자

삼성코닝정 소재

(56.4%)
에스엘시디

(56.2%)

평 유리

1.3조(41.5%)

TFT-LCD

6.4조(100%)

차

(자동차)
차, 기아차

아이에이치엘

(87.6%)

모비스

(48.9%)

조명장치

0.2조(79.4%)

자동차용부품

6.5조(97.7%)

SK

(석유화학제품)
SK네트웍스

SK해운

(30.0%)

SK이노베이션

(18.4%)

원유수송

0.5조(91.6%)

휘발유, 경유

6.1조(75.9%)

  * 네모 안 호는 해당회사 내부거래비 , 화살표  호는 체 계열사매출액 비 비

수직 계열화된 회사들의 경우 특정 계열사에 해서만 매출이 발생하여 내부거래 비

이 높게 나타나며 거래회사 간 ·후방 연 계가 형성된다. 에스엘시디(삼성), 

모비스, SK이노베이션 등 수직 계열화된 회사의 내부거래 액은 6조원 이상으로 각

각 집단 내 체 내부거래 액의 18.1%, 25.9%, 35.1%로 상당비 을 차지한다.

한 그룹 내 사업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집단 내 다수 계열사에 한 매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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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내부거래 비 이 높다. 구체  업종으로는 사업시설 리 조경서비스업(통신

시설 리 등, 68.90%), 기타 문과학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 설계 등, 68.09%), 

문서비스업( 고 등, 64.74%)순으로 내부거래 비 이 높다.

총수일가 지분․계열사 지분율이 높을 경우에 내부거래비 이 높았다. 계열사 지분

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들의 내부거래비 은 19.60%로 50% 미만인 계열회사 

9.99%의 두 배 수 이었다. 계열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비

은 24.89%, 100%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비 은 29.27%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

부거래 비 도 높았다. 

총수일가지분율이 높을 경우 회사의 내부거래비 이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비 은 17.90%로 30% 미만인 계열회사 12.06%

이었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50%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비 은 34.65%, 

100%인 계열회사는 37.89%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 도 높았다. 총수일

가지분율이 높은 회사(30%이상)  내부거래 비 이 높은 회사(30%이상)는 주로 

사업서비스업 회사이거나 부동산업, 도매 상품 개업(유통업)에 참여하고 있었

다. 련하여 공정 의 조사 결과 2010년 20개 사의 고, SI, 물류 등 계열사 내부

거래 매출액은 9조 1620억원이었는데 수의계약 비 은 88%인 8조 846억원 이었

다7). 반면 이들이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의 수의계약 비율은 41%이었다.

3.1.3 내부거래에 한 평가

기업집단 내부거래 에는 수직계열회사, 100% 출자 자회사, 사회  기업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 는 선의의 목 으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모든 회사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총수

일가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비 이 높다는 사실로부터 재산 

증식 목 의 물량몰아주기 개연성이 존재한다. 총수일가가 상 으로 내부거래에 용

이한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한 후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  가능성이다. 특히, SI, 

부동산, 도매, 고 등 특정업종에서 문제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

단의 내부거래가 주주 부의 증 를 한 편법, 탈법의 수단8)으로 지 되기도 한다. 

일감 몰아주기 이외에 지 보증이나 채무 인수, 여를 통한 자  지원, 자산의 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신주인수권 실권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는 비 계열 기업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는 에서 주목할 

만 하다. 컨  기업 고업체인 ㄱ사는 계열사 홍보 상을 제작하는 계약을 공개

7) 한겨 , 2011.11.10

8) 동양증권, 2012.2. ‘2012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 대 ․중소기업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    김승일  15

입찰 없이 3억 천만원에 수주하여 동 사업을 통째로 다른 소기업 ㄴ사에 2억 7천만

원에 탁하 다. ㄱ사는 간에 끼는 것만으로 4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는 역량 있는 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약하는 표 인 불공정행 에 

해당한다. SI, 부동산, 도매, 고 등 기업집단의 계열사 거래가 많은 분야의 소

기업은 축되기 마련이고 국가 으로 련 산업이 문화된 견기업을 갖기 어렵다. 

3.2 부당 내부거래 규제의 한계

3.2.1 공정거래법 규정과 한계

법은 제 11조의2에서 기업집단의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

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 ·상 방·규모  조건 등 

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 다. 공시 상에는 가지  는 

여 , 주식 는 회사채, 부동산 는 무체재산권, 상품 는 용역 등을 제공하거

나 거래하는 행 가 포함된다. 

불공정거래행 를 규정한 법 23조 1항 7호에서는 불공정거래행  유형의 하나로  소

 ‘부당 지원행 ’를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 의 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이하 "불공정거래행 "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7. 부당하게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에 하여 가지 · 여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련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부당한 지원행 ’를 부당한 자  지

원,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나 어 각각 해당되는 행 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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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기 (제36조제1항 련)

10. 부당한 지원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의 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에 하여 가지 · 여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

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 계

인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 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 지원

     부당하게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에 하여 가지 · 여  등 자 을 

히 낮거나 높은 가로 제공 는 거래하거나 한 규모로 제공 

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에 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

역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히 낮거나 높은 가로 제공 는 거래하거

나 한 규모로 제공 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에 하여 인력을 히 낮거나 높은 

가로 제공하거나 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으로써 특수 계인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이상에서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행 를 불공정거래행 의 하나로서 지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부당지원행  내용의 하나로 물량몰아주기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물량 

몰아주기의 규제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그 요성에 비하여 입법의 소홀함을 지 할 수 

있다. 부당지원행 의 규제는 정권의 성향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여 왔고 공정 의 

직권규제를 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에서 일 성 있고 시장 실에 부합하는 규제

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특히 부당지원행 를 규제하는 취지가 기업집단으로의 경

제력집  억제에 있음에 불구하고 상호출자 지나 채무보증제한 등 여타의 규제와 달

리 사후 규제인 불공정거래 행 로 규율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부당성 단을 둘

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으며 규제의 실효성 한 심각하게 해되는 태생  한계를 안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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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증여세법의 규정과 문제

증여세법은 일감 몰아주기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감을 몰아받은 특수 계기업의 최 주주 등에 하여 '특수 계법인 세후 업

이익×(매출액 비 일감 몰아 받은 비율-30%)×(최 주주 등의 지분율-3%)'의 

공식으로 증여세를 부과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회사 간 30% 이상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목

∙특수 계 법인에 한 일감 몰아주기 비율이 높을수록,  오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 을 징수

본 규정과 련하여 증여 의제가액의 계산을 거래비율의 30%를 과하는 부분에, 

한 지분율 3%를 과하는 지분에 국한하여 용하는 것은 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일단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과분이 아니

라 그 체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한 납세의무자는 수혜기업이 아닌 수혜기업의 지배주주가 되어야 하고, 증여세 

과세 상은 업이익이 아니라 주식가치 증가분, 증여의제 가액은 지배주주 체지분

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이 계산의 기 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9)

3.2.3 공정 의 정책 방향

공정 는 2011년 내부거래 련, 4  그룹에게 ‘1억원 이상 계약 시 반드시 경쟁

입찰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모범 거래 행 기 을 제시하고 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열사 간 거래가 수의계약 아닌 경쟁입찰 차를 거칟록 하

여 부당성의 감소를 기 하는 것이다.

한 향후 문제의 소지가 높은 업종과 회사에 하여 선택과 집 을 통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련하여 MRO, SI, 고, 건설 분야 등에 해서는 계열사

간 수의계약 실태 등 사업자 선정 방식과 련된 실태 등을 검 이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는 재 단순히 회사 매출액  계열사에 한 매출액만을 공시토

록 하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황에 한 세부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하

고 공시 범  확 를 추진하고 있다.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 상을 

확 하여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 불구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확실하게 규제하기 한 정책 방

향은 모호하며 기업집단의 련된 불공정행 를 규제하려는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를 확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내 시장의 공정경

9) 경실련, 2011.11, 2011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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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생태계를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3.3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개선 방안

공정 가 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련 공시를 강화하고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

기를 통한 이익에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 으나 부당 내부거래 근

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단된다.

부당 내부거래의 상당 부분은 기업보다는 기업집단 총수 개인의 이익을 한 것

으로 드러나거나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부당 내부거래에 있어 기업이 아닌 주주 개

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내부거래 부당성에 한 

반 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거래의 공정성과 범죄성을 검토하고 불공정행 와 련 

범죄를 규율하기 한 안과 련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국, 만, 홍콩, 인도, 말 이시아, 라질 등에서 특수 계자 거래 

시의 남용문제를 독 규제법보다는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감안하

여 한 규제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Ⅳ. · 소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한 주요 이슈

4.1 기업집단 규제의 방향

4.1.1 순환출자와 지배구조 공정화

한국경제에서 기업집단의 불공정성 논란의 핵심은 순환출자를 고리로 형성된 기

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와 련하여 행 공정거래법 9조는 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를 지하고 있

다. 규모기업집단 기업들은 상호출자 지 조항을 회피하여 자기자본 이상으로 지

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순환출자가 부당하고 불법 이라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 간에는 지배력 확장이 아닌 

여러 목 으로 련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여, 결과 으로 순환출자 형태를 보일 수가 

있다. 문제는 특정 주주가 주로 지배력 확장을 목 으로 가공 자본을 생성하여 부

당하게 계열사를 지배하는 순환출자이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지 논리로 볼 때 부당한 목 의 순환출자는 당연히 규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에서는 부당성이 분명한 순환출자도 사실상 묵인, 허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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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집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다. 불공정한 지배구

조로 형성된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 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한

국경제 공정성의 근본 인 문제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등 불공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폐해를 규제하

기 하여 순환출자를 직  규제하는 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운 한 바 

있다. 즉 지정된 기업집단은 순자산의 일정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제도이다. 

- 1987년 도입, 순자산의 40%를 출자 한도로 규정

- 1994년 동 비율을 25%로 강화

- 1998년 2월 동 제도 폐지

- 2001년 25% 규정으로 부활

- 2007년 25%를 40%로 완화

- 2009년 3월 동 제도 폐지

- 2012년 정치권에서 동제도 부활 필요 등을 언   

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출총제가 기업집단의 계열사 확장 등 경제력 집  

상을 억제하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 LG, SK, GS, LS 등 지주회사 구조인 기업들은 출총제 용을 받지 않는다.

- 삼성, 차 등의 기업그룹은 계열사 출자 규모가 순자산액의 40%에 크게 못 미

치고 있다.  

- 기업 오 가 개인 으로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출총제 용을 받지 않는다.

- 일본은 2002년 동 제도를 폐지하 다. 

 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려면 지배력 확 를 한 순환출자는 원칙 으

로 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가피한 순환출자는 사안별로 직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

고 규제기 이 계열사 출자에 한 실질 인 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10) 

한 지주회사 제도 등을 통한 지배구조 정상화 방안도 지속 으로 검토,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지배구조 련 불공정행 에 해서는 기업 책임과 별도로 ‘총수’로 불리는 주

주 책임을 강화하여 형사  제재 등의 방식을 극 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0) 홍명수, 2011,경제력 집 의 억제, 독 규제법 30년,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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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시장지배  사업자로서 불공정성을 규제

공정거래 원회의 보고서는 규모기업집단이 진출한 산업 에서 규모기업집단의 시장

유율이 높은 경우 해당 산업의 시장 집 도도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지 되고 있다.11)  

즉 일반집 과 산업집 은 어느 정도의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연결고리는 계열

회사 간 거래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12) 이는 규모 기업집단이 거의  산업 분야에 

진출해 있는 한국  상황에서 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해 있는 특정 산업에서 해당 기업이 

통계상 ‘시장지배  사업자’의 유율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우월  지 에 있을 가

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 법률상 시장지배  지 를 인정할 때 다른 계열회사의 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의 공정성을 생각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련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들의 실 인 힘을 고

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의 거래조건을 어느 정도 자유로이 결정, 유

지, 변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유연하게 시장지배  사업자로 인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실 으로  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교섭력이 여타 

기업에 하여 우월한 교섭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4.2 속고발권 문제

4.2.1 속고발권의 의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 는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행 에 하여 독 인 고

발권을 갖는다.(법 71조 1항) 속고발권 제도는 일정한 분야에서 담당 행정기 이 행정제

재를 통해 법 반행 를 통제하지만 행정제재만으로 효과 인 통제가 어려운 법행 들에 

해 그 행정기 으로 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  기능을 

보호하면서 담당 행정기 의 문성  경험을 존 하려는 취지에서 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

되었다. 미국은 공정거래법 집행을 법무부 독 지국(Anti-trust Division)과 연방거래

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이원 으로 맡기고 있다. 일본은 경쟁법 반에 

한 형사 처벌 여부를 공정거래 원회의 단에 맡긴다는 에서 속고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공정 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사건이 형사 차를 진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한 경우. 둘째, ‘행정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11) 시장경제연구원, 2008. 10. 시장구조조사, 24면.

12) 김성훈, 2010, 유럽연합 경쟁법상 쇄효과에 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22권, 한국경쟁

법학회, 171-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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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공정 의 속고발권 운

 재 공정거래법 반행 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 의 재량이며 공정 는 

련 지침을 제정하여13) 수제로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고발 지침은 시장지배 지  

남용행 , 경제력집  억제규정 반행 , 부당공동행 , 사업자단체 지행 , 불공정거

래행  등의 반행 를 반행  내용과 반행  정도의 에서 평가하여 3.0 만 에 

2.5-2.7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규정하 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거래법 

반 불공정행  사건처리 실 을 보면 고발 건수는 체 사건 53,031건의 0.9%인 472

건에 불과하여 고발율은 매우 조한 편이다. 특히 가격 카르텔, 시장분할 카르텔, 입찰담

합 등의 한 법 반 행 도 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 된다. 

속고발권에 한 련 주체별 견해는 다음과 같다.14)

- 공정  : 속고발권 존속

- 경련 등 : 속고발권 폐지 강력 반

- 법무부 : 동의명령제 도입을 조건으로 속고발권 폐지

- 시민단체(참여연 ) : 속고발권 폐지

- 국회에 발의된 련 입법안 : 2010년 기 , 노 민 의원과 김재윤 의원이 속고발

권 폐지 법안을, 조 택 의원이 속고발권 제한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

4.2.3 속고발권 문제의 개선

공정 가 고발권을 소극 으로 행사하여 불공정행  규제에 근본  한계가 지속된다면 

공정경쟁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해 재의 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만 하다.

- 공정 는 공정거래 조사 등 경쟁질서 역의 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되, 

형사 기소  형법 집행 분야에서는 검찰 등과 보완  계가 되어 국가 체의 공정

경쟁 질서를 견인하도록 함 

- 검찰의 공정거래 역에 한 문성 축 과 경험을 보완할 정책을 개발

  불공정행  고발권을 공정거래에 련성이 있는 정부 기 , 소기업 단체, 시민 단

체 등으로 확 하는 것을 고려

-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 , 우월  지  남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의 특

정 불공정행 에 하여 공정거래 원회가 의무 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13) 공정 , 2009.08.21., 규 제66호.

14) 이건묵, 이정념, 2010.12. 불공정행 의 황과 책, 형사정책 제2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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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불공정행  제재와 집행

4.3.1 제재의 개선

공정거래법은 법 반행 에 하여 시정조치, 과징 , 과태료, 이행 강제 , 형벌 등의 

제재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련하여 경성카르텔 등의 행 에 해서는 세계 으로 

한 범죄라는 인식이 공통 이며, 이른바 법 반자에 한 되갚음(pay back)으로서의 

형사처벌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형사벌에 의한 제재가 효율 인 법 집

행수단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법 제66, 67조는 벌칙의 구성요

건이 되는 법 반행 와 해당하는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

인다. 경제사회  해악이 큰 불공정행 , 배임과 횡령 등을 수반하는 반사회  범죄 등에 

해서는 법 규정을 정비하여 형사 처벌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등법원과 법원 등에 공정거래 담부를 두고 독 규제법과 련된 민‧형사 사건을 함

께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법원의 법 집행기 으로서의 문성과 공정경쟁 

생태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4.3.2 엄격한 제재와 법 진

횡령 사건15) 등의 경우 실형을 받은 기업 총수에 한 사면, 복권의 행화는  기

업집단 공정화에 심각한 한계로 지 된다. 횡령, 배임, 불공정행  등에 한 법 집행에 

한 느슨함으로 공정경쟁 생태계가 결정 으로 훼손되는 것이다. 나아가 외국 언론과 기

업으로부터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가 불신되고 신뢰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를 래한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책으로 기업집단의 이사, 주주 등의 불공정행 에 해서는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도 으로 양형을 강화하고 사면 등을 제한, 엄격히  제재하는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경쟁 생태계 에서 문제가 되는 지배구조  계열사 

확장, 부당 내부거래 등은 기업집단 자체보다는 주주  개인의 이익을 한 경우가 많

다는 에서 기업과 개인에 한 제재를 분리하여 기업 경쟁력은 보호하고 개인의 불법행

는 철 히 차단하는 방향의 규율이 요구된다.

15) 한겨 , 20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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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e for fair competition system between 

LE(large enterprise) and 

SME(small-medium size enterprise)

Seung-il Kim*16)

 

The law and systems leading fair trade and competition between enterprises are 

important foundations for dynamic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fair competition order is important for SME’s growing.

Economic power has concentrated to a small number LEs in Korea. Especially the 

restrictions by LEs on marketing channel of his subcontract SMEs and unfair 

in-house tradings between subsidiaries,.. etc are major issues.     

The unreasonable restriction act on marketing channel by LEs can be regulated by 

the existing Fair Trade Act. But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regulate more 

obviously the unfairness from vertical relations between LEs and SMEs. FTC Also 

should regulate positively exclusive  conditional contracts. 

We need to legislate for regulating unfair in-house tradings among group enterprises 

and develop alternative policy. And we refer to foreign cases dealing in-house tradings 

as a viewpoi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we need to deal with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prosecution and 

execution on unfair trade together for upgrading fairness in competition betwwen LEs 

and SMEs. 

  Keywords : fair competition, unfair in-house trading, fairness between LEs and 

      SMEs.

*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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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발 법에 규정된 견기업의 정의에 따라 국내 견기업들을 구분하

고 이들 기업들의 반 인 황을 분석하 다. 기존 견기업에 한 통계와 연구들이 특정업

종이나 연구자에 따라 편의  기 에 따라 견기업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들의 특성을 제시하

고 있으나, 이는 국내 견기업들의 보다 정확한 황을 악하는데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용량기업DB를 바탕으로 산업발 법에서 정의에 따라 국내 견기업들을 분류하고 이들 

기업들의 반 인 추세와 황을 악하 다. 분석결과, 국내 견기업들의 기업체 수와 상시

고용자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견기업들은 소기업이

나 기업보다 월등한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고용함으로써 견기업들이 양질의 고용창출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견기업들의 평균업력은 지속 으로 짧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평균매출액 규모는 꾸 히 증가함으로써 기존 기업군과 더불어 신생 견기

업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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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 경제발 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건 한 성장과 육성은 국가경제에서의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 있어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간 국내 경

제성장은 규모 기업집단을 심으로 한 기업군과 상 으로 규모가 작은 소기

업들이 경제시스템내 표 인 기업군으로 분류되어 상 으로 기업들에는 규제

심의 정책을 개해왔으며, 소기업들에는 지원  육성 심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양분된 정부정책 등의 결과로 그간 국내 경제시스템내에는 기업과 소기업

간의 경쟁력 차이가 심화되는 등 기존의 기업정책만으로는 고용창출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견기업들은 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군과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는 

소기업들과는 달리 견기업들은 정부정책의 사각지 와 사회  무 심속에서 독자

인 사업환경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인 성장을 추구해왔다. 견기업의 경

자들과 련 문가들은 견기업들에 한 제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기업들에 한 법  지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  조치들을 요구해왔다. 그 결

과 지난 2011년 3월 30일 정부는 기존의 산업발 법을 개정하여 견기업들을 정의

하고 지원하기 한 련 법 개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견기업들이 국

내 경제시스템내에서 독자 인 기업군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 견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견기업들에 한 추상 이고 임의 인 기 에 따라 

정의하고 이들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한 것에 벗어나, 산업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 에 따라 국내 견기업들을 분류하고 이들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견기업의 기 을 살펴보고, 이들 기 에 

따라 국내 견기업들의 반 인 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견기업 범 : 산업발 법 기

산업발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2009년에 제정되었

다. 동법에는 산업경쟁력에 련된 주요 업종들의 체계 인 육성을 한 기본방향을 담

고 있으며, 산업발 을 한 다양한 시책들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견기업에 한 

련한 사항은 동법 제 10조의 2항에 ‘ 견기업에 한 지원’으로 포함하 으며, 제 1항

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갖춘 기업(「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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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공공기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 견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이 크거나 신 역량과 성장 가

능성이 큰 기업에 하여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해당 요건으로, 1)「 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 아닐 것, 2)「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

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의 두가지 요건을 제

시하고 있다. 한 제3항에서는 “정부는 소기업이 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

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견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하여 「 소기업기본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견기업에 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시함으로써 소기업에서 견기

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견기업에 한 기 설정은 견기업의 상의 하한규모와 상항규모를 설정하는 것

이며, 하한규모 기 은 소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설정하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상한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동법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상 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나 소규모 기업집단들을 포함하도록 하 다. 이는 기존 기업규모와 련된 

법령들이 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

들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 인 상한기 을 설정할 경우, 추가 인 정책  공백이 발

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련법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기업규모를 

활용함으로써 소기업- 견기업- 기업집단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정책  일 성

을 유지하는데 성공하 으나, 상 으로 규모가 큰 기업집단들이 상당수 견기업군

으로 포함됨으로써 이들 규모 견기업들에 한 정부 정책 상의 성에 하나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산업발 법에 의한 견기업은 소기업기 법의 소기업 규모 과와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의 규모 기업규모 미만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각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 들을 살펴보는 것이 견기업들에 한 법  기 이 될 수 있다. 소기업기본법

의 시행령에서는 소기업에 한 기 을 <표1>과 같이 기 규모를 설정하고 있으며, 

규모상 외규정을 설정하고 있 소기업 제외항목으로 상시근로자수 1천명 이상,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2012.1.1시행)  3개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2012.1.1시행)인 경우에는 <표 1>의 규모기 에 해당되더라도 소

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기업에 한 기 에서는 규모 기  이외에도 소유와 경

의 독립성 기 을 추가 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이 아닐 것과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직  는 간

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련 소기업 기 을 

과하지 않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 기 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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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는 자본  80억원 이하

업 B
상시 근로자 수300명 미만

는 자본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D

도매  소매업 G

숙박  음식 업 I

융  보험업 K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M

술, 스포츠  여가 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임 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령”의 제 17조에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년사업년도의 차 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매년 공정거래 원회에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들과 소속계열사들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발 법상의 견기업들은 와 같이 소기업의 규모와 독립성 기 을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이 되고 있다. 

<표 1> 소기업의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  는 매출액의 규모기

Ⅲ.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견기업의 반 인 황과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내 견기업에 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 다. 기업들에 한 자료원은 

한국 기업데이터 DB를 활용하여 잠재  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들을 확보

하고 이들 기업들을 상으로 산업발 법상의 견기업 법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견기업으로 분류하 다. 매년 기업들의 기업규모 변화에 따라 개별기업들의 견기

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개별 기업들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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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독립성을 기 으로 견기업 여부에 한 분류를 실시하 으며, 이러한 분류작

업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반복 으로 수행하여 견기업에 한 총체  황과 

변화를 악하고자 하 다. 

견기업을 분류된 기업들에 한 기업  재무정보들을 한국기업데이터 DB에서 제

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기본 재무정보

들을 모두 갖춘 기업들을 상으로 분석하 다. 

Ⅳ. 주요 분석결과

4.1 견기업 상: 기업체 수와 상시근로자 수 변화

국내 견기업의 수는 2003년 총 880개에서 2010년에는 1300개로 증가하 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기업의 수는 

기존 련 연구들이 국내 견기업들의 수를 1~2천여 개 내외로 추정한 것과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이래 800여개에 불과했던 견기업들이 2008년에 처음으

로 1천개사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년 비 13% 증가한 1300개사로 증가하 다. 

한 업종구분별 비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기 으로 제조업 견기업은 

체 48%인 반면 비제조업 견기업은 52%를 차지하 으나, 2010년에는 제조업이 체 

41%, 비제조업이 체 59%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 속한 견기업들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견기업체수의 증가율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2003년 

418개사에서 2010년 536개사로 연평균 3%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비제조업의 견

기업은 2003년 462개사에서 2010년 764개사로 연평균 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견기업들의 양  증가는 국내 경제에서 견기업들의 비 에서도 다소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기 으로 국내 총 사업체수는 292만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견기업체의 비 은 체 0.03%를 차지하 다. 그러나 2010년에는 체 304만

개 사업체 에서 견기업들은 체 0.04%를 차지함으로써 견기업의 비 이 확

되었다. 2004년 이후 사업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체 사

업체수는 연평균 0.8% 증가하 으며, 동기간 동안 소기업은 0.8% 증가한 반면, 

기업들은 연평균 8.3% 감소하 다. 이에 비해 견기업들은 동기간 동안 4.2% 증

가하여 상 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 다.

국내 견기업체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수를 차지하는 소기업들이나 기업

체수가 감하는 기업들에 비해 견기업들은 지속 으로 확 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수 증가세는 타 규모 기업군들보다 요한 기여를 기 할 수 있다. 한 제조업과 비

제조업 모든 분야에서 견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경제시스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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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03~10)

년 비

증가율

(09-10)

산업 880 895 925 932 979 1,181 1,148 1,300 5.00% 13.2%

제조업 418 410 416 413 432 506 486 536 3.16% 10.3%

비제조업 462 485 509 519 547 675 662 764 6.49% 15.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업(A) 2,927,436 2,867,749 2,940,345 3,049,345 3,046,958 3,069,400

소기업 2,922,533 2,863,583 2,936,114 3,046,839 3,044,169 3,066,484

기업 4,903 4,166 4,231 2,506 2,789 2,916

견기업(B) 895 925 932 979 1,181 1,148

견기업비 (B/A) 0.03% 0.03% 0.03% 0.03% 0.04% 0.04%

견기업들의 상이 더욱 요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견기업 기업체 수 변화

(단 : 개사, %)

자료원: 한국 견기업연합회(2011)

<표 3> 기업규모별 사업체  기업체 수 변화

 (단 : 개사, %)

자료원: 한국 견기업연합회(2011), 소기업 앙회(2011)

※ 소기업과 기업은 사업체 수 기 , 견기업은 기업체 수 기

국내 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2004년 64만명에서 2009년에는 총 72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체 고용인원 에서 차지하는 비 으로 살펴보면, 2004년 체 

1182만명의 5.47%에서 2009년에는 1339만명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상

시근로자 수의 증가율 측면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소기업들이 연평균 

2.1% 증가하 고 기업의 경우에는 동기간동안 0.3% 증가로 지난 6년간 사실상 고

용이 정체되어 있다 이에 비해 견기업들은 동기간동안 1.8%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기업별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살펴보

면 견기업들은 타 기업들에 비해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소기업들의 평균 고용

인원이 4명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에는 2004년 329명에서 2007년

부 터는 500여명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견기업들은 2004년 평균 722

명을 고용하 으며, 2009년에는 평균 627명을 고용함으로써 소기업이나 기업보

다 높은 평균고용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고용창출 측면에서 

견기업들이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 으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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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업(A) 11,824,074 11,902,400 12,234,160 12,818,280 13,070,424 13,398,497

소기업 10,210,629 10,449,182 10,677,789 11,343,707 11,467,713 11,751,022

기업 1,613,445 1,453,218 1,556,371 1,474,573 1,602,711 1,647,475

견기업(B) 646,446 655,636 659,384 673,745 758,568 719,951

견기업비

(B/A)
5.47% 5.51% 5.39% 5.39% 5.80% 5.37%

수가 많은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경쟁력의 취약성이나 성장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별기업들의 추가 인 고용창출에 많은 한계 을 갖고 있다. 한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진출 확 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 할 수 있으나 국내시장에서 

추가 인 고용창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견기업들은 매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소기업이나 기업에 비해 높은 평균 고

용창출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견기업의 성장은 국내 경제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

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 해볼 수 있다. 

<표 4> 기업규모별 상시근로자수 변화

(단 : 명, %)

자료원: 한국 견기업연합회(2011), 소기업 앙회(2011)

<그림 1> 견기업과 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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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견기업 성장: 평균업력과 평균매출액 

국내 견기업들의 평균 업력을 살펴보면 2003년 평균업력은 30년이었으나, 최근 

상 으로 업력이 짧은 견기업들의 증가하면서 2010년 평균업력은 22년으로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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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03~10)

년 비

증가율

(09-10)

평균

업력

(년)

산업 30.5 29.1 28.4 27.0 25.6 24.4 24.0 22.2 -3.91% -7.6%

제조업 34.1 32.9 32.4 30.7 29.3 28.2 27.8 26.7 -3.01% -4.0%

비제조업 27.3 25.8 25.1 24.1 22.8 21.5 21.2 19.1 -4.37% -10.1%

아졌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2003년 평균 34년에서 2010년에는 26년으로 단축되었

으며,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2003년 평균 27년에서 2010년에는 19년으로 폭 단축

되었다. 견기업들의 평균 업력이 짧아진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상 으로 업력이 짧은 소벤처기업들 에서 고속 성장하여 견기업으

로 성장한 기업들의 수가 증가한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한 기존 견기업들 에

서 신규사업이나 경 상의 이유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계열사 수를 확 함으로써 

견기업들의 평균업력이 짧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견기업들의 성장성은 고용증가 이외에도 매출성장을 통해 악할 수 있다. 국내 

견기업들의 평균매출액을 살펴보면 매년 꾸 히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평균 매출액은 2459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3162억원을 기록하

으며 2010년에는 평균 2721억원을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동안 평균 매

출액은 연평균 1.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기업들의 평균매출액은 업종별

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견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03년 3156억원

에서 2010년에는 4123억원으로 동기간동안 연평균 3.4% 증가하 다. 반면, 비제조

업의 견기업들은 2003년 평균 1829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평균 1738억원으

로 다소 감소하 다. 제조업 견기업들의 평균매출액은 매년 꾸 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비제조업 견기업들의 매출액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체들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극 으로 진출하여 지속 으로 매

출이 증가한 것에 비해, 비제조업 견기업들은 주요시장이 국내시장에 집 되어 경

쟁심화에 따라 매출규모를 확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견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2700여억원으로 일반 소기업보다 매우 

크고 기업보다는 상 으로 으나 상당규모의 기업규모 수 을 보이고 있다. 

한 평균업력이 30년 내외로 나타나는 것은 견기업들이 해당 제품시장 역에서 상

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창업 1세 들이 해당 기업들을 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으

로 악된다. 이는 국내 견기업들이 해당 제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

에 새로운 사업진출을 통한 도약이나 경 권의 승계 등과 같은 지속 인 성장의 측면

에서 매우 요한 경  의사결정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견기업 평균업력 변화

자료원: 한국 견기업연합회(2011), 소기업 앙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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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03~10)

년 비

증가율

(09-10)

산업 245,997 252,088 245,543 254,732 265,413 316,214 267,069 272,182 1.27% 1.9%

제조업 315,667 344,935 331,219 347,297 360,021 454,064 374,581 412,389 3.40% 10.1%

비제조업 182,963 173,598 175,521 181,073 190,694 212,878 188,140 173,818 -0.64% -7.6%

<표 6> 견기업 평균 매출액 변화

(단 : 백만원)

자료원: 한국 견기업연합회(2011)

4.3 견기업 수익성 

견기업들의 경쟁력 수 은 다양한 에서 평가될 수 있으나, 궁극 인 경쟁력

은 매출성장이나 수익성의 에서 단될 수 있다. 국내 견기업들의 매출액 비 

업이익률은 매년 꾸 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이익률은 

4.8%에 불과하 으나 지속 으로 개선되어 2010년에는 이익률이 6.0%를 기록하

다. 업종별 업이익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반 으로 제조업의 업이익률이 

낮으며 비제조업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기업들의 업이익률을 기업  소기업과 비교하면 <그림 2>와 같다. 

2009년 제조업 기업의 업이익률은 6.5%을 기록하고2010년에는 7.8%로 비교

상 에서 가장 높은 업이익률을 기록하 다. 반면 제조업 견기업들은 2009

년에는 5.3%로 소기업보다 낮으며 2010년에는 5.8%로 소제조업보다는 다소 

높으나 기업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견기업들은 기업수

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

가우 나 로벌 최고수 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환경

에 노출됨으로써 상 인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제조업과 달리 비제조업 

견기업들은 상 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 비제조업 기업들의 평균 

이익률이 2009년 4.2% 2010년 4.8%를 보이고 있으나, 동기간 견기업들은 6%

와 6.3%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견기업들이 어느정도 

독자 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상 으로 우수한 경쟁력 수 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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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산업 4.8% 5.2% 4.3% 4.7% 5.4% 5.3% 5.6% 6.0%

제조업 5.0% 5.4% 4.0% 3.8% 4.6% 5.0% 5.3% 5.8%

비제조업 4.4% 5.0% 4.8% 5.9% 6.5% 5.7% 6.0% 6.3%

<표 7> 견기업 매출액 비 업이익률 변화

       (단 : %)

자료원: 한국 견기업연합회(2011)  

<그림 2> 기업규모별 매출액 비 업이익률 비교

자료원: 한국 견기업연합회(2011), 기업과 소기업  비제조업은 한국은행(2011)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발 법상에 규정된 견기업에 한 정의에 따라 국내 

견기업들을 분류하고 이들 기업들의 반 인 황을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국내 견기업들의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견기업

들은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견기업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측면에서도 견기업들의 총고용인원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고용증가와는 달리 비제조업에서는 신규고용이 정체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고용인원 측면에서는 국내 견기업들은 기업보다 더 많

은 평균 인원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견기업들의 평균업력은 짧아지고 있으나 평균매출액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견기

업들에 황통계에 을 둠으로써 개별기업들의 특성이나 주요 변수들간의 향

계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향후 개별기업들이 특성들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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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견기업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견기업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향이나 상에 한 보다 체계화된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견기업들이 국내 소

기업이나 기업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 자리잡고 향력을 강화하기 해

서는 부가가치, 고용, 수출 등과 같이 다양한 역에서 이들 견기업들의 상이나 

향력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시계열 인 측면에서 견기업 체집단에 

한 추세를 살펴보고 있으나 개별기업들의 성장의 에서 소기업에서 견기업으

로의 성장과정이나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에서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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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um-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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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1986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  3  상1)에 의한 국내경

기의 호조와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 입어서 팽창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1992년 자

본시장이 개방되면서 큰 충격이 있었다. 한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가 IMF

에 구제 융을 요청한 때를 기 으로 하여 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반이 큰 구조

 변환을 겪은 바 있다. 2008년에는 미국 서 라임 모기지 사태(이하 신용 기)

로 인하여 경제구조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충격들은 그 로 주식시장에 

반 되어 그 때 마다 주가의 큰 변동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변수들은 주가수

익률에 큰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차익거래가격결정모형(Arbitrage Pricing Model；APM)에 따르면 거시경제변

수들은 주식수익률에 체계 인 향을 다. 그 표 인 연구로는 Chen, Roll and 

Ross(1986), Fama and French(1989), Cambpell and Ammer(1993) 등의 연구

가 있다. 

이와 련하여 재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한 선행연구들은 다 회귀분석, 연립회

귀방정식, ARMAX(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with Exogenous Variables)

모형, VAR 모형(Vector Auto Regression Model),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등 여러 방법론을 통하여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를 포함한 부분의 거시경제변수들은 안정  시계열(stationary 

time series)이 아닌 불안정  시계열(non-stationary time series)이라고 알려져 있

다. 이러한 불안정 인 시계열이 공 분의 계를 갖게 될 경우 시계열 변수들 사이의 장

기  균형 계와 단기  동  구조 계를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이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이다. 본 연구는  VECM을 종합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자료이용이 가능한 1990년  부터 길지 않은 기간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표본수의 부족으로 신뢰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그

러므로 분석 상 기간을 확장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08

년 경부터 시작된 국제 신용 기는 경제  주가수 에 큰 향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충격을 새롭게 반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의 이러한 변화 흐름에 맞춰 거시경제변수와 련된  

KOSPI에 한 향도와 련성을 VECM을 이용하여 련 자료 이용이 가능한 

199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체기간) 분석한 후, 외환 기 이 , 외환 기 

이후 신용 기이 , 신용 기 이후 등 의 구간으로 세분하여 분석, 특징  차이를 연

1) 달러약세(엔화강세), 국제 원유가 하락, 국제 이자율 하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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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자 한다.

Ⅱ. 기존 선행연구

거시경제 변수와 주가간의 계는 재무경제학의 주요 분야이어서 많은 이론이 연구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증분석도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에서 Ross(1976)의 APT(Arbitrage Pricing Theory) 이론에 따르면 거시

경제변수는 주가수익률에 체계 인 향을 다. 본 연구에서도 와 같은 에서 

거시경제변수가 주식시장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단일 

거시경제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향은 명확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 논문에서 주가와 다변량 변수와의 계를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방법론을 따랐다. 

주가와 거시경제변수의 계에 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Fama(1970, 1981, 1990)와 Chen(1991)은 실질 경제활동이 소비와 투자기회에 

향을 주게 되어 경제 상황들의 변화가 주가와 한 계를 갖고 있음을 체계 으

로 보 다. 한 1980년  APT(Arbitrage Pricing Theory)를 이용한 실증  검

증의 향을 받아, Chen, Roll and Ross(1986)는 가치평가모형을 기 로 주식가격

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제  상황요인들(산업생산, 인 이션, 리스크 리미엄, 

이자율 기간구조)을 식별하여 검증하 다.2) 이들의 연구는 주식가격과 거시 경제 변수

들 간의 체계 인 계를 정립함으로써 이후의 연구들에 많은 받침이 되었다.    

국내에서 거시경제변수들과 주식시장의 계에 해 여러 방법론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그 에서 공 분과 VECM을 이용한 연구들로는 Kwon and Shin(1999), 

정성창(2000), 장병기․최종일(2000), 정성창․정석 (2002), 정성창․Lee(2002), 

김지열(2004), 황선웅․최재 (2006)의 연구가 있다. Kwon and Shin(1999)과 정

성창(2000)은 VECM을 이용하여 증권시장과 거시경제 변수들간의 장기  계를 

규명한 기 연구로서 단일 거시경제변수들이 주가와 공 분 계에 있지 않으며, 단

지 다변량 모형을 사용할 경우 공 분 계에 있음을 보 다.3)  

장병기․최종일(2000)은 주가와 거시경제변수  경제주체들의 기 심리 간의 장

기균형  동태  계를 분석하 는데, BSI 망치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주

가결정에 가장 요한 단일변수인 것으로 보고하 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KOSPI/P

와 장기균형 계를 분명히 나타내는 다른 거시경제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다.  

정성창․정석 (2002)은 고려하는 모든 변수들에 하여 주가지수로 표 화한 공

2) 그러나 소비와 오일가격은 주가수익률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다.

3) Choi, Hauser and Kopecky(1999)에 의하면 G7국가(미국, 국, 일본, 캐나다, 랑

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에서 실질주가지수와 산업생산지수가 모두 공 분 계에 있음을 

보 다.



42  중견기업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분 벡터의 부호가 기 하는 장기  균형 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주가지수는 장기 으로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오일가격, 미달러 환율과 음(-)의 

균형 계를 갖고 있으며, 인 이션, 산업생산지수, 실질통화 공 량과는 양(+)의 

균형 계를 갖고 있다고 하 다. 특히 이들은 외환 기가 본격화된 시기인 1997년을 

구조변화시 (Structural Break Points)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Johansen의 공

분 검증은 체 표본 기간 동안 공 분 벡타가 공 분 공간(Cointegration 

Space)에서 안정  혹은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서 성립되는데, 경제  구조변화로 공

분 벡타가 안정 이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김지열(2004)은 통화량 변화에 하여 경제주체들이 합리  기 를 할 것이라는 

가설과 외환 기 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하여 공 분 검증과 벡터오

차수정모형으로 검정하 다. 그 결과 외환 기 이 에는 통화량 변화에 한 기 가 

주가를 하락시키지만 외환 기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킨다고 하 다. 황선

웅․최재 (2006)도 종합주가지수  7개의 거시경제변수들(총통화, 소비자물가지

수, 리, 산업생산지수, 원․달러 환율, 국제원유가격, 경상수지)에 공 분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이들도 VECM 모형 설정시 외환 기를 후로 나 어 분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확인하 다. 

이근 (2006)은 구조형 VAR-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종합주가지수, 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원달러 환율은 상으로 연 성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질

인 인과 계가 인 이션으로부터 실질수익률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 

원달러 환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이들 변수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하고 주가와 물

가간의 인과  상 계, 동태  계가 명확해진다고 하 다. 한 DOLS(Dynamic 

OLS) 추정방법을 이용한 장기균형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물가와 실질환율의 상승은 

실질주가를 하락시키는 반면 산업생산지수의 증가는 실질주가를 상승시킨다. 이 연구

는 물가와 주가가 음(-)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이고 있어 다른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Ⅲ. 이론  배경

주가에 향을 주는 거시경제변수들을 보면  Chen, Roll and Ross(1986)의 연

구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은 인 이션율, 원․달러 환율등은 공통

으로 사용되는 변수이나 그 이외의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이용 되었다. 그러나  장.

단기 이자율 차이(수익률 곡선)와 교역조건의 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연구 필요성

이 크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아직 다른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을 상으로 분석한 연구

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른 연구에서 취 하지 않았던 장.단기 이자율 차이(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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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와 교역조건이라는 변수가 주가에 어떤 계로 나타 날지를 분석하여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연구에서는 인 이션율, 원․달러 환율,장.단기 이자

율 차이(수익률 곡선), 교역조건등을 변수로 사용하 다.

3.1 인 이션과 주가

Fisher의 가설에 따르면 명목자산 수익률은 물가와 1  1의 응 계에 있기 때문

에 과거 많은 경제학자들은 실질자산수익률은 실질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물가상승

률로부터는 독립 이라고 생각하 다.4) 이러한 통 인 견해와 달리 1970년  

반에 들어와 여러 경제학자들이 일반 으로 주식수익률과 인 이션 사이에는 음(-)

의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Fama and Schwert(1977), Geske and 

Roll(1983), Chen, Roll and Ross(1986), Chen(1991)들은 주식이 인 이션

의 헤지 수단이 되지 못하고 물가와 음(-)의 계를 갖고 있다고 하 다. 이근

(2006)은 물가상승률과 실질주식수익률은 음의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가가 

물가에 미치는 향보다 물가가 주가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하 다. 

 Hess and Lee(1999)는 Blanchard and Quah(1989)의 모형을 이용하여 실

질산출량의 충격을 반 하는 공 충격이 주식수익률과 인 이션간의 음의 계를 

래하는 반면 주로 통화충격에 기인하는 수요충격은 주식수익률과 인 이션간의 

양의 계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다.5)    

우리나라의 경우 Kwon and Shin(1999), 정성창(2000), 장병기․최종일(2001), 

정성창․정석 (2002), 정성창․Lee(2002), 김지열(2004), 황선웅․최재 (2006) 

등 다른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식이 인 이션의 헤지 수단이 되고 있으며 물가와 양

(+)의 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가와 인 이션의 계는 실증  분석의 선행연구에

서 그 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VECM을 이용한 국내의 실증분석에서는 주가가 

인 이션의 헤지 수단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았다.

3.2 환율과 주가

 환율의 경우에는 주가와의 계가 이론 으로 불분명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근

법이 있다. 통 인 근법(traditional approach)은 환율변화가 경상수지 는 

무역수지 변화를 통해 기업주가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환율상승

은 수출을 진시켜 수출 는 수입 체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들 기업들의 

4) 이근 (2006)

5) 이근 (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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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주가를 상승시키는 반면 수입을 감소시켜 수입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과 그 기업의 주가는 양의 인과 계를 갖는 반면 수입기업의 경

우에는 음의 인과 계를 갖는다. 한편 포트폴리오 근법(portfolio approach)은 주

가변화가 자본이동을 통해 환율에 역으로 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즉 국내주가의 

상승은 국내주식을 취득하기 해 필요한 국내통화를 매입하기 해 해외자산을 매각

시킴으로써 국내통화가치를 상시킨다. 한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킴으로써 국내

융자산을 더욱 매력 으로 만든다. 이는 자본유입 등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

해 환율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주가와 환율은 음의 인과 계를 맺는다.6)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환율과 주가의 계가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그 에서 우리나라와 련한 요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Granger, 

Huang and Yang(2000), 이근 (2002, 2003, 2007), 이충언(2005), 김정열․

김상 (2008), 조정구(2009)의 연구가 있다. 

Granger, Huang and Yang(2000)은 외환 기 직후까지의 자료를 상으로 분

석하여 한국은 통 인 근법을 따르는 반면 필리핀은 포트폴리오 근법을 따른다

고 하 다. 한편 홍콩, 말 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만 등은 환율과 주가가 상호 

향을 미치나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우에는 그 지 못하다고 하 다.   

한편 비교  최근의 연구인 이근 (2007)은 외환 기 이후 시기인 1999년 1월 4

일부터 2006년 12월 29일까지의 시기의 원․달러 환율과 KOSPI 일일 종가를 상

으로 GMM을 이용하여 상호인과 계를 나타내는 구조형 모형의 라미터를 추정하

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 동 시기의 KOSPI는 략 0.203% 

정도 하락하는 반면 KOSPI가 1% 상승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은 4.360% 정도 상

승한다. 

조정구(2009)는 1990년 3월부터 2009년 8월 21일까지의 주별자료를 이용하여 

한․미 주가와 원․달러 환율간의 동태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의 공 분 결과

에 의하면 외환 기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 세 변수간에 장기균형 계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확장 그랜  인과 계 검정 결과, KOSPI와 원․달러 환율 간

에는 방 직  인과 계가 존재하 으며, S&P 500으로부터 KOSPI와 원․달러 

환율로의 일방  인과 계가 나타났다. 구조  VECM 모형에 의한 충격반응분석 결

과에서는 KOSPI 충격은 원․달러 환율에 구 으로 음의 효과를 주지만 원․달러 

환율 충격은 KOSPI에 한시 으로 양의 효과를 다. 한 S&P 500 충격은 

KOSPI에 구 으로 양의 효과를 주고 원․달러 환율에 구 으로 음의 효과를 

다고 하 다. 하지만 외환 기 이  기간에 있어서는 세 변수간에 장기균형 계도 존

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 변수  어느 두 변수도 그랜  인과 계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 인 근법과 포트폴리오 근법이 공존하는 

6) 이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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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충언(2008)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간 연계성을 경로를 확인하기 해 외국인 주

식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외환시장 참가들의 주장과 같이 1999년 

이후 일간자료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면 환율이 하락하는 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상은 월간자료에서나 1999년 이 의 일간자료에서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1999년 이후에도 월간자료 뿐 아니라 2주 이상주

기의 자료에서도 외국인 주식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향은 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  유출입이 일시 으로 외환의 수  변화를 통해 환율에 

향을 미치지만 장기 환율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주가와 환율의 인과 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

가와 환율의 계가 음(-)의 계인 포트폴리오  근법을 지지하는 연구 연과가 상

으로 다소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3.3 장단기 이자율 차이와 주가

이자율이 주가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배당할인모형을 이

용하는 경우가 많다. 배당할인 모형은 미래의 흐름(배당 )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그러나 경제수 이 상승하

여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배당 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율 상승은 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자율 상승으로 주가의 상승, 하락을 따

지는 것은 제한 인 해석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자율 신 장단기 이자율 차이

를 사용한다. 장단기 이자율은 수익률곡선의 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수익률 곡

선은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나타낸다. 정상  경제상황이라면 장기이자율이 단기 이자

율 보다 높으므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가진다.  

일반 으로 수익률 곡선은 경기변동에 탁월한 측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를 들어 장기 이자율은 디 이션 상황에서 항상 하락한다. 그러므로 단기 이자율

이 상승하면서 장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는 수익률 곡선

의 역  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경기침체의 강력한 고신호가 된다고 알려

져 있다.7) 

따라서 주가와 장단기 이자율 차이(장단기 이자율 차이)는 양(+)의 계를 기 한

다.8) 즉 정상 인 경제상황이라면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를 가지며, 주가는 상

7) Nabaro(2006), (이주형 역(2009)) 참조

8) 부분의 성행연구에서는 배당할인모형을 이용하여 주가와 이자율과의 계가 음(-)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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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할 것으로 기 되므로 양(+)의 계를 형성할 것이다. 반 로 경기침체 상황이라

면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를 가지며, 주가는 하락할 것으로 기 되어 역시 양

(+)의 계를 형성할 것이다.  

3.4 교역조건과 주가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란 수출·수입 상품의 교환비율이다. 그런데 교역조건

의 변화가 오면 그 나라 국민의 실질 구매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즉 교역조건이 유리

하게 변화하면 그 나라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증가하며, 불리하게 변화하면 실질 구

매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종합지수에서도 교역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역조건의 개선은 선행종합지수의 상승을 래한다. 비록 선행종합지수에 종합주가

지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선행종합지수의 상승은 주가 상승을 기 하게 하므로, 결국 

교역조건과 주가는 양(+)의 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9) 

한편 교역조건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10)

첫째, 교역조건은 환율의 변동에 향을 받는다. 컨  환율이 인상되면(평가

하) 수출상품가격은 하락하고 수입상품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둘째, 교역조건은 세계시장에서의 수요·공 사정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셋째, 경기순환과정이 교역조건에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순상품교역조건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으

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순상품교역조건 수입단가지수
수출단가지수

×     (1)

이와 같이 교역조건에는 국제원유가격과 다른 수입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출가

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다 폭 넓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이 때 경제성

과는 교역조건과 양(+)의 계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를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단가가 높아지면 교역조건이 개

선된다. 국내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한 것

이므로 교역조건의 개선은 국내총소득의 증가가 되므로 주가상승이 기 된다.  

분석한다. 

9) 우리나라 통게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종합지수에는 순상품교역조건 이외에 다음과 같은 9개 

지표가 포함된다.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 지수, 기계수주액, 건설수주액, 구인구직비율, 

종합주가지수, 융기  유동성, 장단기 리차.

10) 박유  · 박창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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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4.1 연구자료의 정상성 검정

4.1.1 연구자료  분석기간

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의 계를 살펴보기 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199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이다. 주가지수는 종합주가지수

(KOSPI)를 사용하 으며, 술한 바와 같이 거시경제변수들은 4개의 거시경제변수

들 즉 인 이션율, 원․달러 환율, 장단기 이자율 차이, 교역조건을 상으로 한다. 

인 이션율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2000년을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하 다. 장단기 이자율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된 것은 3년 만기 회사채 

(장외 3년, AA- 등 ) 수익률과 CD 수익률 차이이다.11) 외변수로는 교역조건을 

선정하 다. 원․달러 환율(EX)은 미달러 환율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하 으며, 모든 자료는 

Log변환을 취하여 사용하 다.12) 

본 연구에서는 체기간을 199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정한 후 분석기간을 

크게 세 기간으로 세분하 다. 외환 기가 본격화된 시기인 1997년 말과 미국의 서

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  신용 기를 구조변화시 (Structural Break Point)

으로 간주하여, 첫 번째 기간은 1991년 3월부터 1997년 12월까지로 하고 두 번째 기

간은 1998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로 하고 세 번째 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구분하 다. 이리하여 외환 기 후와 로벌 융 기 후 각 국

면별 거시경제변수들과 주가지수에 한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13) 

4.1.2. 기 통계량

<표 1>은 종합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미환율, 이자율 차이, 교역조건에 한 

11) 회사채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에 비하여 신용 험과, 유동성 험이 존재하므로 장단기 

이자율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엄 한 의미에서는 국고채 수익률의 장 단기 차이를 분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3년 만기 

회사채 (장외 3년, AA- 등 ) 수익률을 사용하 다. 국고채 수익률 신 산 채 수익률을 

사용할 경우에는 체기간 분석에서는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세부 기간별로는 다소 차

이가 존재한다. 

12) 장단기 이자율 차이의 경우 100을 더하는 방식으로 선형 변환하여 Log를 취하 다. 

13) 정성창․정석 (2002)의 선행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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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통계량을 보여 다. 먼  체 표본기간 동안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면 종

합주가지수가 가장 변동 폭이 컸으며, 장단기 이자율 차이가 가장 변동 폭이 작았다.

왜도(skewness)는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크고 양(+)의 값을 가지므로 오른쪽으로 두껍고 

긴 꼬리를 가진다. 반면 다른 네 변수는 왜도가 음(-)의 값을 가지며 값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교역조건, 원-달러 환율, 장단기 이자율 차이 순이며, 왼쪽으로 두껍고 긴 꼬리를 

가진다. 첨도(kurtosis)는 이자율 차이만 3보다 커서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네 변수는 3보다 작아서 정규분포 보다 편평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Jargue-Bera 통계량을 살펴보면 종합주가지수의 경우 3.2127로 p-value가 0.2006이어

서 정규분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네 변수는 p-value가 0.05보

다 작아서 정규분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표 1> 기 통계량

KOSPI CPI EX DIF TT

평  균 6.7946 4.4520 6.9253 4.6138 4.8150

  6.7398 4.4808 6.9499 4.6138 4.8089

최  7.6927 4.7925 7.4025 4.6612 5.1979

최  소 5.6967 4.0190 6.5834 4.5682 4.2959

표 편차 0.4313 0.2127 0.2007 0.0128 0.2741

왜  도 0.1725 -0.3140 -0.0976 -0.0435 -0.1751

첨  도 2.5562 2.0265 1.7819 3.9073 1.6206

Jargue-Bera 3.2127 13.6450 15.4717 8.4457 20.5912

p-value 0.2006 0.0011 0.0004 0.0147 0.0000

4.1.3 단 근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체기간(1991년 3월부터 2011년 6월), 외환 기 이 (1991년 3월

부터 1997년 12월), 외환 기 이후부터 신용 기이 (1998년 1월부터 2008년 10월), 

신용 기 이후(2008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4기간에 해서 수 변수와 1차 

차분변수에 해 각각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과 PP(Phillips-Perron)

검정을 실시하 다.

<표 2>는 체기간에 한 단 근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체

기간의 경우 수 변수에서는 종합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환율은 단 근이 존재

하는 불안정한 시계열로 정되지만 1차 차분 변수에서는 단 근이 없는 안정 인 시

계열로 정된다. 기간 별로 세분한 결과는 <표 3>, <표 4>, <표 5-5>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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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수 차분변수

ADF PP ADF PP

KOSPI -2.4971(1) -2.5947(4) -9.9202(0)*** -9.9629(4)***

CPI -3.9750(6)** -3.0023(4) -8.5334(2)*** -8.3490(4)***

EX -1.7155(1) -0.8779(4) -10.5078(0)*** -10.7336(4)***

DIF -2.3888(3) -6.1331(4)*** -11.8187(3)*** -15.0923(4)***

TT -2.6659(0) -2.8169(4) -10.8832(0)*** -10.8692(4)***

수 변수 차분변수

ADF PP ADF PP

KOSPI -2.3795(1) -2.3001(4) -13.7368(0)*** -13.6966(4)***

CPI -2.4967(3) -2.4739(4) -10.8547(2)*** -10.2589(4)***

EX -2.0994(1) -2.1092(4) -13.0415(0)*** -13.0231(4)***

DIF -3.3561(3)* -4.9466(4)*** -13.2981(2)*** -16.9875(4)***

TT -3.7106(0)** -3.7242(4)** -17.0897(0)*** -17.0800(4)***

수 변수 차분변수

ADF PP ADF PP

KOSPI 0.2973(1) 0.4996(3) -7.7092(0)*** -7.7178(3)***

CPI -4.1103(1)*** -3.2353(3)* -6.0912(1)*** -5.0915(3)***

EX 1.9149(1) 3.5083(3) 0.4132(0) 0.4846(3)

DIF -2.3346(1) -1.9224(3) -3.9067(0)* -3.5763(3)**

TT -1.3882(1) -2.3648(3) -13.2574(0)*** -13.2782(3)***

<표 2> 체기간의 단 근 검정

주) KOSPI=종합주가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EX=원․달러환율, DIF=장단기 이자율 차이,

    TT=교역조건. ***=1%에서 유의 임, **=5%에서 유의 임, *=10%에서 유의 임. 

    ( )안은 최 시차(Akaike 기 , 추세와 편). ( )안은 최 시차(Akaike 기 , 추세와 편). 

<표 3> 외환 기 이  기간의 단 근 검정

주) KOSPI=종합주가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EX=원․달러환율, DIF=장단기 이자율 차이,

    TT=교역조건. ***=1%에서 유의 임, **=5%에서 유의 임, *=10%에서 유의 임. 

    ( )안은 최 시차(Akaike 기 , 추세와 편). ( )안은 최 시차(Akaike 기 , 추세와 편). 

    PP 테스트에서 (  )는 Newey-West 최 시차

 

<표 4>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기간의 단 근 검정

주) KOSPI=종합주가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EX=원․달러환율, DIF=장단기 이자율 차이,

    TT=교역조건. ***=1%에서 유의 임, **=5%에서 유의 임, *=10%에서 유의 임. 

    ( )안은 최적시차(Akaike 기준, 추세와 절편). PP 테스트에서 (  )는 Newey-West 최적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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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수 차분변수

ADF PP ADF PP

KOSPI -5.1453(9)*** -2.3405(3) -5.7383(6)*** -8.7641(3)***

CPI -2.0738(2)*** -2.4561(3) -4.2742(5)*** -3.8980(3)**

EX -6.0949(8)*** -4.3298(3)*** -7.3620(0)*** -8.2302(3)***

DIF -7.5192(4)*** -5.7849(4)*** -2.5671(6) -3.1219(3)

TT -3.0393(0) -3.2294(3) -5.5207(7)*** -5.8654(3)***

<표 5> 신용 기 이후 기간의 단 근 검정

주) KOSPI=종합주가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EX=원․달러환율, DIF=장단기 이자율 차이,

    TT=교역조건. ***=1%에서 유의 임, **=5%에서 유의 임, *=10%에서 유의 임. 

    ( )안은 최적시차(Akaike 기준, 추세와 절편). PP 테스트에서 (  )는 Newey-West 최적시차

4.2 VECM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4.2.1 공 분 검정 결과

술한 바와 같이 단 근 검정결과 부분의 수 변수는 단 근을 갖는 불안정한 시계

열로 명되었다. 경제변수가 불안정한 과정을 따르지만 변수들의 선형결합이 안정 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공 분 계에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Johansen Test

를 이용하여 외환 기 이 기간은 모형 2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모형 3을 사용하여 공

분 검정을 실시하 다.14)15) 시차와 련하여 Akaike 기 을 용하여 외환 기 이

기간은 시차를 1로 결정하 으며, 그 이외에는 시차 3을 용하 다.

 <표 6> 체기간의 공 분 검정

Eigenvalue
Likelihood

Ratio

5 Percent

Critical Value

1 Percent

Critical Value

Hypothesized

No. of CE(s)

0.1643 79.2704 68.52 76.07 None**

0.0574 36.1993 47.21 54.46 At most 1

0.0545 22.0123 29.68 35.65 At most 2

0.0319 8.5569 15.41 20.04 At most 3

0.0033 0.7836  3.76  6.65 At most 4

주) **=1%에서 유의 임, *=5%에서 유의 임.

14) 표본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기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주가지수와 단일 변수 사이에는 

공 분 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시

장이 선진국에 비하여 거시경제변수와 주가의 계가 미약한 것은 자본시장이 덜 발달한 것

으로 보인다 (Kwon and Shin(1999)과 정성창(2000)). 

15) 모형 2는 선형추세는 없으나 공 분 방정식에는 편항이 있으며, 모형 3은 선형 추세를 

갖으며, 공 분 방정식에는 편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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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외환 기 이  기간의 공 분 검정

Eigenvalue
Likelihood

Ratio

5 Percent

Critical Value

1 Percent

Critical Value

Hypothesized

No. of CE(s)

0.3808 79.6214 76.07 84.45 None*

0.2062 41.2739 53.12 60.16 At most 1

0.1442 22.7957 34.91 41.07 At most 2

0.0855 10.3359 19.96 24.60 At most 3

0.0390 3.1851  9.24 12.97 At most 4

주) **=1%에서 유의 임, *=5%에서 유의 임.

<표 8>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기간의 공 분 검정

Eigenvalue
Likelihood

Ratio

5 Percent

Critical Value

1 Percent

Critical Value

Hypothesized

No. of CE(s)

0.3233 90.9428 68.52 76.07 None**

0.1660 40.1764 47.21 54.46 At most 1

0.0922 16.5769 29.68 35.65 At most 2

0.0304 4.0074 15.41 20.04 At most 3

0.0000 0.0001 3.76 6.65 At most 4

주) **=1%에서 유의 임, *=5%에서 유의 임.

<표 9> 신용 기 이후 기간의 공 분 검정

Eigenvalue
Likelihood

Ratio

5 Percent

Critical Value

1 Percent

Critical Value

Hypothesized

No. of CE(s)

0.8771 148.7704 68.52 76.07 None**

0.7150 81.6876 47.21 54.46 At most 1**

0.5523 41.5193 29.68 35.65 At most 2**

0.3704 15.8020 15.41 20.04 At most 3*

0.0306 0.9946 3.76 6.65 At most 4

주) **=1%에서 유의 임, *=5%에서 유의 임.

<표 6>, <표 7>, <표 8>, <표 9>에 나타난 Johansen Test결과를 보면 체기간은 

1% 유의수 에서 어도 1개의 공 분이 존재한다. 이를 다시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외환 기 이 기간에는 5% 유의수 에서 어도 1개의 공 분이 존재한다. 외

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기간에는 1% 유의수 에서 어도 1개의 공 분이 존재한다. 

반면 신용 기 이후 기간은 5% 유의수 에서 어도 4개의 공 분이 존재한다. 

공 분 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변수들 사이에 장기  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

하며, 각 변수들 사이의 이론  함수 계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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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장기균형

공 분 검증 결과에 따라 VCEM 분석을 한 결과, 종합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들 

사이의 장기 균형 계는 <표 10>에서와 같다.16)

<표 10>에서 나타난 종합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들 사이의 장기  균형 계를 비교

해보면 체기간과 세 개의 하  기간에서 상당히 유의 으로 CPI는 양의 계, 환율은 

음의 계, 교역조건은 양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장단기 이자율 차이는 외환

기 이  기간에서는 음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거시경제변수

와 주가에 한 이론과 부합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주가는 인 이션 헤지 기능을 하고 있고,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

은 많은 선행연구와 부합되는 결과이다. 환율과 련하여서는 통 인 근법 보다는 포

트폴리오 근법이 보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신용 기 이후 기간에서는 신용 기

의 발발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증시의 이탈과 신용 기 극복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

의 시장 재진입이 개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잘 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0> VECM에 의한 공 분 벡타

구분 체기간 외환 기 이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신용 기 이후

KOSPI 1 1 1 1

CPI

-3.9862

(0.7231)
[-5.5126]***

-2.3090

(0.7393)
[-3.1232]***

-10.9033

(2.9558)
[-3.6888]***

-6.6449

(0.2494)
[-26.6463]***

EX
3.2615

(0.3499)

[9.3220]***

1.9953
(1.4637)

[1.3632]

3.9922
(0.6145)

[6.4963]***

0.7771
(0.0511)

[15.2027]***

DIF
-27.5801
(5.1943)

[-5.3097]***

47.8733
(23.7988)

[2.0116]**

-32.0495
(6.7781)

[-4.7284]***

-6.6567
(0.9057)

[-7.3500]***

TT
-1.1685
(0.5018)

[-2.3287]**

-6.8160
(2.5880)

[-2.6337]***

-5.3199
(1.6029)

[-3.3189]***

-0.8105
(0.0661)

[-12.2558]***

C 121.2430 -195.3776 187.7475 53.0394

주) 1. ( )는 standard errors, [ ]는 t-statistics.

    2. *** : 1% 유의수 에서 유의 인 값

      **  : 5% 유의수 에서 유의 인 값

     *   : 10% 유의수 에서 유의 인 값

16) Johansen과 Juselius에 따르면 1개 이상의 공 분 벡터가 존재할 경우 첫 번째 고유벡

터(eigenvector)를 가장 유용하다고 한다(황선웅․최재 (2006)에서 재인용). 신용 기 

이후기간에 해서는 가장 큰 고유값(eigenvalue)으로 표되는 공 분 벡터에 해서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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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주가는 장단기 이자율 차이에 양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수익률 곡

선이 상향이 되면 주가에 정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기간별로 구분

하여 보면 다른 양상을 찰할 수 있다. 외환 기 이  기간에서는 장단기 이자율 차

이는 음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주가 수 이 이자율 변수에 효율 으로 반

응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외환 기 이 에 국내기업들은 이자율 수 에 민감하

게 반응하지 않아 부채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외환 기 이후에는 부채비율 감소

가 기업경 에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수 도 효율 으로 진화

하 으며, 장단기 이자율 차이가 주가수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로벌 신용 기 이후에는 세계 각국이 통화의 양  팽창 정책을 실시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채 수익률에 비해 CD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 고, 이

에 따라 장단기 이자율 차이가 확 되었으며, 경제  주가회복에 큰 요인이 되었

다.17) 한편 2009년 8월을 정 으로 하여 장단기 이자율 차이가 역 되고 있는 것

은 경기변동 는 자본시장의 분석에 있어 주목되는 상이다. 즉 이론 으로 신용

기 국면에서의 회복과정이 어떤 새로운 환 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선행 으로 보

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역조건과 련하여 모든 기간에서 교역조건과 주가는 양의 계를 보인다. 즉 교

역조건의 개선은 국내 총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은 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달

리 표 하자면 최근의 원유를 시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등은 교역조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주가상승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체기간에서 의 계수 α가 1%의 유의수 에서 음(-)의 값

을 보이고 있다. 즉 네 변수가 장기균형 상태인 공 분 계를 이탈하면 동태 으로 

장기 계로의 강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외환 기 이 기간은 오차수정항 의 계

수 α가 5%의 유의수 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고,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과 신용 기 이후 기간에서는 유의수  1%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4.2.3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

다음으로 모든 기간에 해서 VECM을 이용하여 계수를 측정하 으며, <표 11>에 

VECM 계수추정 결과가 나타나있다. 

<표 11>에 있는 체기간에 한 결과를 보면 종합주가지수(KOSPI)는 자기 자신

은 유의수  10%에서 설명력을 가지며, 환율은 유의수  1%, 교역조건은 유의수  

5%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외환 기 이  기간에 한 결과를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17) 이러한 상은 외환 기 이후 경제 회복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찰된다. 다만 당시에는 회

사채 (장외 3년, AA- 등 ) 수익률과 CD 수익률이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하 지만, CD 

수익률이 보다 크게 하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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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VECM의 계수추정 결과

독립변수
체기간 외환 기 이 기간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기간

신용 기 이후기간

D(KOSPI) D(KOSPI) D(KOSPI) D(KOSPI)

CointEq1
-0.0753
(0.0254)

[-2.9686]***

-0.0514
(0.0241)
[-2.1333]**

-0.1228
(0.0293)

[-4.1879]***

-1.8340
(0.4085)

[-4.4898]***

D(KOSPI(-1))
0.1259
(0.0690)
[1.8254]*

0.2141
(0.1293)
[1.65687]*

0.0029
(0.1001)
[0.0290]

0.4185
(0.2073)
[2.0192]**

D(KOSPI(-2))
0.0853
(0.0676)
[1.2671]

0.0320
(0.0956)
[0.3353]

-0.0237
(0.1739)
[-0.1360]

D(KOSPI(-3))
0.06946
(0.0677)
[1.0262]

0.1092
(0.0903)
[1.2096]

0.1110
(0.1692)
[0.6561]

D(CPI(-1))
-2.0300
(1.3475)
[-1.5065]

2.1351
(1.7456)
[1.2232]

-4.9958
(1.9101)

[-2.6155]***

-8.3793
(3.3893)
[-2.4723]**

D(CPI(-2))
0.8047
(1.4540)
[0.5535]

0.3433
(1.9490)
[0.1761]

-9.8144
(3.5155)

[-2.7918]***

D(CPI(-3))
0.8531
(1.3871)
[0.6150]

0.7489
(1.9260)
[0.3889]

-1.5031
(3.3840)
[-0.4442]

D(EX(-1))
0.3053
(0.1702)
[1.7934]*

0.0353
(0.4150)
[0.0850]

0.6723
(0.2782)
[2.4167]**

0.6009
(0.2860)
[2.1008]**

D(EX(-2))
0.6359
(0.1689)
[3.7658]***

0.9000
(0.2558)
[3.5185]***

0.2026
(0.2467)
[0.8216]

D(EX(-3))
-0.2065
(0.1761)
[-1.1726]

0.3625
(0.2850)
[1.2719]

-0.2010
(0.2176)
[-0.0963]

D(DIF(-1))
1.1552
(1.0142)
[1.1391]

0.0757
(1.7953)
[0.0422]

0.7434
(1.4289)
[0.5202]

-7.8493
(4.606)
[-1.7041]*

D(DIF(-2))
1.1337
(0.9377)
[1.2091]

0.8840
(1.3286)
[0.6654]

-4.8114
(3.8956)
[-1.2351]

D(DIF(-3))
0.2034
(0.9108)
[0.2233]

0.2527
(1.2014)
[0.2104]

7.2503
(4.1891)
[1.7307]*

D(TT(-1))
0.5405
(0.2324)
[2.3254]**

0.3541
(0.3250)
[1.0895]

0.5565
(0.3736)
[-0.7645]

-2.5441
(0.6501)

[-3.9081]***

D(TT(-2))
0.1645
(0.2318)
[0.7098]

-0.2856
(0.3736)
[-0.7645]

-2.2253
(0.6458)

[-3.4458]***

D(TT(-3))
0.3239
(0.2288)
[1.4157]

0.3300
(0.3773)
[0.8746]

-1.2554
(0.6197)
[-2.0258]**

C
0.0068
(0.0083)
[0.8288]

0.0195
(0.0120)
[1.6283]

0.0727
(0.0204)
[-2.0258]

  0.2021 0.1353 0.3846 0.7932

 Adjusted  0.1449 0.0768 0.2974 0.5726

주) KOSPI=종합주가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EX=원․달러환율, DIF=장단기 이자율 차이, 

TT=교역조건. ( )는 standard errors, [ ]는 t-statistics,  ***=1%에서 유의 임, **=5%에서 유의 임, 
*=10%에서 유의 임

자기 자신과 10%의 유의수 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후 기
자기 자신과 10%의 유의수 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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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는 CPI와 환율이 1%의 유의수 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신용 기 이후기간에

서는 종합주가지수는 CPI와 교역조건에 유의수  1%에서, 자기 자신과 환율에 유의

수  5%에서, 장단기이자율 차이는 유의수  10%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4.2.4 측오차 분산분해

<표 12>는 체기간에 하여 VECM에서 종합주가지수의 측오차 분산에서 차지

하는 각 변수별 측오차의 분산비 을 나타낸다. 종합주가지수의 분산분해를 보면 

10기간 후 종합주가지수 자신의 변화가 75.00% 정도를 설명하고 장단기 이자율 차

이가 13.95%, 교역조건이 6.71%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표 12> 체기간의 분산분해 분석결과

Variance Decomposition of KOSPI
 Period KOSPI CPI EX DIF TT
1 100 0 0 0 0
2 95.6995 0.1948 0.3309 2.4469 1.3279
3 88.7976 0.4404 2.5258 6.2166 2.0196
4 84.3683 0.7451 2.2621 9.0977 3.5269
5 81.3093 1.4670 1.8427 10.7742 4.6248
6 79.5955 2.2366 1.5226 11.4367 5.2087
7 78.0517 2.7047 1.3115 12.2143 5.7178
8 76.7904 2.9494 1.1762 13.0151 6.0690
9 75.8209 3.1267 1.0846 13.5726 6.3952
10 75.0025 3.3084 1.0217 13.9532 6.7141

주) KOSPI=종합주가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EX=원․달러환율, DIF=장단기 이자율 차이,

   TT=교역조건.

<표 13>에서 외환 기 이 기간에 해서는 환율의 변화가 48.49%, 종합주가지수 

자신의 변화가 43.54%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표 13> 외환 기 이  기간의 분산분해 분석결과

Variance Decomposition of KOSPI
 Period KOSPI CPI EX DIF TT

1 100 0 0 0 0

2 96.0802 0.7555 0.3008 0.8512 2.0123

3 91.2011 0.9268 2.2752 2.7076 2.8893

4 83.7540 0.9636 8.0028 4.0465 3.2332

5 74.9429 0.9464 16.2734 4.6989 3.1384

6 66.3113 0.9498 24.8723 4.9356 2.9310

7 58.7571 0.9652 32.5728 4.9956 2.7094

8 52.5013 0.9821 39.0456 4.9664 2.5046

9 47.4887 0.9959 44.3016 4.8895 2.3243

10 43.5397 1.0070 48.4886 4.7927 2.1721

주) KOSPI=종합주가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EX=원․달러환율, DIF=장단기 이자율 차이,

   TT=교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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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에서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기간에 해서는 종합주가지수 자신의 

변화가 67.28% 정도를 설명하고 교역조건이 16.82%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표 14>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기간  분산분해 분석결과

Variance Decomposition of KOSPI

 Period KOSPI CPI EX DIF TT

1 100 0 0 0 0

2 90.7363 2.8482 0.5879 2.2185 3.6091

3 84.3112 4.1878 1.9035 4.6180 4.9789

4 80.6619 4.2398 1.4614 5.9068 7.7301

5 76.9326 4.8441 1.2861 6.5587 10.3786

6 74.3483 5.3828 1.6004 6.4889 12.1796

7 72.1556 5.8431 1.9902 6.3536 13.6575

8 70.1323 5.9799 2.5075 6.4517 14.9287

9 68.5503 5.9736 3.0055 6.4936 15.9770

10 67.2846 5.9927 3.4504 6.4567 16.8157

 

주) KOSPI=종합주가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EX=원․달러환율, DIF=장단기 이자율 차이,

   TT=교역조건.

<표 15>에서 신용 기 이후 기간에 해서는 종합주가지수 자신의 변화가 

49.14% 정도를 설명하고 장단기 이자율차이가 28.13%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각 기간의 측오차 분산분해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종합주가지수 자신과 교역

조건에 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외경제여건에 크게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5> 신용 기 이후 기간의 분산분해 분석결과

Variance Decomposition of KOSPI

 Period KOSPI CPI EX DIF TT

1 100 0 0 0 0

2 83.2720 0.8667 9.0941 1.1003 5.6668

3 73.7881 1.3675 7.4746 12.7419 4.6280

4 73.4760 3.8902 5.3069 14.1912 3.1357

5 65.3599 3.3615 13.8184 14.2435 3.2167

6 59.9979 3.2722 17.2323 16.3987 3.0989

7 55.7741 2.9913 15.7628 21.7994 3.6724

8 53.4644 3.1527 14.2852 24.5097 4.5880

9 51.0566 2.8953 14.8714 26.2115 4.9653

10 49.1422 2.9211 14.5121 28.1331 5.2915

 

주) KOSPI=종합주가지수, CPI=소비자물가지수, EX=원․달러환율, DIF=장단기 이자율 차이,

   TT=교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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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주가지수와 

거시경제 변수들과의 계를 추정하고 그 의미를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주가지수  4개의 거시경제변수들(소비자 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장

단기 이자율 차이, 교역조건)에 한 단 근 검정결과 체기간과 외환 기 이 , 외

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 신용 기 이후 기간의 수 변수에서는 단 근이 부분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로 정되었다. 그러나 1차 차분변수는 거의 단 근이 없는 

안정 인 시계열임을 나타냈다.

둘째, 공 분 검정 결과 체기간은 1% 유의수 에서 어도 1개의 공 분이 존재

하고, 외환 기 이 은 5% 유의수 에서 어도 1개의 공 분이 존재하며,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기간은 유의수  1%에서 어도 1개의 공 분, 신용 기 이후 

기간은 유의수  1%에서 어도 4개의 공 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서 주요 변수의 계수 추정결과  종합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양의 계로, 원.달러 환율과는 음의 계로 나타나 기존의 많은 실증연구

결과들과 같았다. 그리고 장.단기 이자율차이와는 양의 계, 교역조건과의 계도 양의 

계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로 실증분석한 사례가 없어서 기존연구와 비교는 할 수 없다.

넷째, 종합주가지수에 향을 미치는 변수가 각 국면별로 특징 인 측면이 있었다. 

측오차 분산분해의 분석결과를 보면 외환 기 이 기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자체와 

원․달러 환율에 향을 크게 받았지만 외환 기 이후 신용 기 이 에는 교역조건, 

신용 기 이후에는 장.단기 이자율 차이가 큰 향을 주었으며, 체기간에 장,단기 

이자율 차이가 큰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화가 

진 되면서 이자율을 매개로 한 융시장과 실물시장의 연계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는 것을 함의한다. 한 우리나라경제에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가 있었음

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분석 상으로 하기 해 월별 자료를 사용하

고, 이자율 변수를 고려하기 해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991년부터 분석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제약되어 있다.

한 2008년의 신용 기가 발생하면서 그로 인한 충격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아직 충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극복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양  

완화정책을 추진하 지만, 2011년경 유럽의 재정 기가 발생 는 발생 기 국면에 있

어서 새로운 경제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경제변수와 주가간의 이 과 다른 새로운 

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서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58  중견기업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참 고 문 헌

김정열․김상 , 2008,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간의 정보 이 효과:EGARCH 근」, 『국

제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pp. 111-135.

김지열, 2004, 「주식시장에 한 경제주체들의 기 변화에 한 연구」, 『재무 리연구』, 

제21권 제1호, pp. 125-148.

박유 , 2010, 『 융경제론』, 탑북스.

이근 , 2003, 「주가와 환율의 동태분석: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제경 제연구』, 제9권 

제3호, pp. 259-290.

이근 , 2005, 「주가와 환율의 상호작용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3권 제 2호, pp. 

55-82..

이근 , 2006, 「주식수익률과 물가간의 인과 계」, 『경제학연구』, 제54집 제4호, pp. 

189-222.

이충언, 2008, 「외국인 주식 투자와 환율」, 『국제경제연구』, 제11권 제3호, pp. 57-77.

장병기․최종일, 2000, 「주가․기 심리․거시경제변수의 장기균형 계: Cointegration을 

심으로」, 『재무 리연구』, 제18권 제2호, pp. 125-144.

정성창, 2000,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거시경제변수 -VECM을 심으로-」, 『재무 리연

구』, 제17권 제1호, pp. 137-159.

정성창․정석 , 2002, 「구조  변화를 고려한 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와의 장기균형

계」, 『재무연구』, 제15권 제2호, pp. 205-235.

정성창․ Timothy H. Lee, 2002,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거시경제변수: ANN와 

VECM의 설명력 비교」, 『재무 리연구』, 제19권 제2호, pp. 211-231.

조정구, 2009, 「한․미 주가와 원․달러 환율 간의 동태  계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5권 제3호, pp. 1-31.

황선웅․최재 , 2006, 「VECM모형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주가간의 계에 한 실

증분석」, 『재무 리논총』, 제12권 제1호, pp. 183-213.

Nabaro, Peter, (이주형 역) 2009, 『타이  략』, 청문각.

Blanchard, O. J. and D. Quah, 1989, “The Dynamic Effects of Aggregate     

Demand and Supply Disturbance,” Journal American Economic Review, 

79, pp. 655-673.

Campbell, John Y. and John Ammer, 1993, “What moves the Stock and     

Bond Market? A Variance Decomposition for Long-Term Asset Returns,” 

Journal of Finance, March, pp. 3-37.  

Choi, Jongmoo J., S. Hauser, and K. J. Kopecky, 1999, “Does the Stock 



 ■ 주가와 거시경제변수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박유영 ․변형호  59

Market Predict Real Activity? Time Series Evidence from G-7 

Countr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pp. 1771-1792.

Chen, N., R. Roll, and S. Ross, 1986, “Economic Forces and the Stock 

Market,” Journal of Business, pp. 383-403.

Chen, N., 1991, “Financial Opportunity and the Macroeconomy,” Journal of 

Finance, pp. 529-554.

Fama, E. and W. Schwert,  1977, “Asset Returns and Infl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pp. 115-146.

Fama, E., 1970, “Multiperiod Consumption-Investment Deci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p. 163-174.

Fama, E., 1981, “Stock Returns, Real Activity, Inflation and Money,” 

American Economic Review, pp. 545-565.

Fama, E., 1990, “Stock Returns, Expected Returns, and Real Activity,” The 

Journal of Finance, pp. 1089-1108.

Geske, Robert and Richard Roll, 1983, “The Fiscal and Monetary Linkage 

between Stock Returns and Inflation,” The Journal of  Finance, pp. 1-33.

Granger, C. W. J., Huang, B. N. and Yang, C. W.,2000, “A Bivariate 

Causality between Stock Prices and Exchange Rates: Evidence from 

Recent Asia Flu,”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0, pp. 

337-354.

Hess, P. J. and B. S. Lee, 1999, “Srtock Returns and Inflation with 

Demand and Supply Disturbance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2, pp. 

1203-1218.

Johansen, S. and K. Juselius, 1990,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integration - with Applications to the Demand for 

Mone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 169-210.

Kwon, Chung S. and Tai S. Shin 1999, “Cointegration and Casuality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tock Market Returns,” Global 

Finance Journal, 10, No.1, pp. 71-81.

Lee, Bong-Soo 1992, “Causal Relations Among Stock Returns, Interest 

Rates, Real Activity and Inflation,” Journal of Finance, pp. 1591-1603.

Ross, S. A., 1976, “The Arbitrage Theory of Capital Asset Pricing,” Journal 

of Economic Theory, pp. 341-360.



60  중견기업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Pric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Youy-oung Park*18)․ Hyung-ho Byun**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Korean Stock 

Price Index (KOSPI) and macroeconomic variables of Korean economy by employing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stock market has cointegration relationship with four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Consumer Price Index, Interest rate differences, 

Terms of trade, and Korean Won-U.S. Dollar exchange rate, and has reached the long 

term equilibrium among them. While classifying the stock index price data into several 

different periods based on economic situations, I find the meaningful relationships 

among dominant factors in each period. Korean economy has had two major crisis 

since late 1990's. The first is the Foreign Currency Crisis of 1997 which has forced 

the Korean capital market fundamentally and structurally changed. The second is the 

Global Credit Crisis of 2008 which has caused substantial shocks on financial 

institutions. In each crisis factors affecting stock markets have experienced meaningful 

transitions. 

Further investigation employ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in each period such 

that pre- and post-Foreign Currency Crisis of 1997 and pre- and post-Global Credit 

Crisis of 2008 makes it possible to have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macroeconomic factors and stock index prices.    

The explanatory power of four macroeconomic variables still show high reliability on 

stock index prices with research methods of Impulse Response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Keywords : KOSPI, macro-economic variables, cointegration, V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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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견기업의 반 인 실상과 문제 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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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지원, 기업 규제’라는 이분법  사고의 틀 속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

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과 으로 견기업군이 양 으로나 질 으로 매우 취약한 수 이고, 

견기업들의 실상도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인력확보와 로확보, 신기술개발 

등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상 인 비 에 비해 고용창출과 총수출 등에서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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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업의 견제 등 4분야로 나 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견기업 육성을 통한 정책비

을 무역2조 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시  달성에 두고, 연도별 견기업 수, World 

Class Leader기업 수, 일자리 창출 수 등에 한 구체 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비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한 방안으로 견기업으로의 성장 진을 한 제도 신, 견기업의 

신역량 강화, 견기업지원 인 라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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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기업환경변화 에서 가장 의미 있는 흐름 의 하나는 로벌화의 가속화이

다. 로벌화는 필연 으로 경쟁의 로벌화를 래하는데, 로벌 경쟁에서 살아남

기 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의 경제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그것은 특화된 

좁은 분야에서 세계 인 마켓리더 역할을 하는 독일 히든챔피언, 일본 견기업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 FTA 체결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4억 

명 이상의 산층 시장으로 변모하는 국시장을 내수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로

벌 경쟁력을 갖춘 견기업군이 실한 실정이다.

한 경제 기 이후 세계 신산업질서 형성과정에서 한 일 분업구조가 면  경쟁구

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반이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립 장치부문에서 

국이 부상하면서,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산업에서 상 으로 경쟁력이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실물경제 반에 걸쳐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 

상황을 돌 하기 해서도 고부가가치 부품과 장비, 소재를 개발 공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로벌 경쟁력을 갖춘 견기업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 자, 자동차, 포스코 등 

기업들이 있어 산업경쟁력과 수출을 주도하고, 로벌 경제 기를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경제력 집 도를 높이고 양극화 상을 심

화시키는 결과를 래하여 기업생태계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따

라서 소수 기업 심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를 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

제로의 환을 해서도 로벌 경쟁력을 갖춘 견기업군 육성이 필요하다. 

로벌 경쟁시 에 지속 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해서는 기업들의 성장이 필수

인 과제인데, 우리나라 기업정책은 ‘보호 주의 소기업정책’과 ’규제 주의 기업

정책‘으로 양분되어 소기업이 경 을 잘 하고 성장해서 소기업 범 를 졸업하면 

일시에 각종 지원이 종료되고, 한 기업에게 용되는 각종 규제도 받게 되어 

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어 결과 으로 기업생태계 체의 활력을 떨어뜨리

고 있다. 그래서 소기업 졸업기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  상당수가 분사 는 자

회사를 설립하여 소기업 지원을 계속 받고자 편법을 쓰고 있는 소  말하는 ’피터

팬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데, 그 비율이 소기업기본법상으로는 23.5%, 조세특례제

한법상으로는 23.2%에 이르고 있다.1)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성장이 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

1) 지식경제부, 견기업 실태조사  경기 망조사, 2011



 ■ 한국 중견기업정책의 비전과 발전방안   표정호  63

다는 면에서 기업성장이 진될 수 있는 기업생태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시 한 과

제이다. 그 에서도 특히 한국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인 

견기업군 육성을 통해 기업생태환경 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사다리를 구축하

는 일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성장 기조 극복,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치 해

소,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 , 지역균형발 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당

면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1.2 연구의 목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과제

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기업성장을 진하는데 있다고 보고, 특히 소기업의 견

기업화를 견인하고 견기업의 로벌 문기업화를 진하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을 두고자 한다. 그래서 이에 한 처방을 제시하기 에 진단차원에서 먼  

우리나라 견기업의 실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성장 해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지 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정부가 노력해온 정책들을 역사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진단과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견기업을 육성하기 한 여러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체계 인 방향제시를 해 먼  견기업 육성정책

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 과 정책목표들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해서 체계 으로 정

책방향과 세부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 견기업군의 특징과 그 원인

2.1 견기업의 기 과 범

2011년 7월 산업발 법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견기업 정의와 지원근거에 

한 법  토 를 마련하 다. 견기업의 범 를 하한 기 은 ‘ 소기업기본법 시행

령’상의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고, 상한기 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상

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   

융 보험업을 하는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1월 1일부터 용되는 

계회사제도 용을 통해 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도 견기업에 포함시키고 있고, 

2012년부터는 자기자본 500억원과 3년간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도 

견기업에 포함될 정이다. 아울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출자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도 해당 즉시 견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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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 은 일견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 의 복잡성과 택일주의 등으

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이 기 에 따른 정확한 견기업 수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더욱이 정책 상화해서 정책을 집행하기에는 무 포 인 측면이 있다. 

2.2 견기업군의 반 인 실태와 특징

국내 견기업은 ’03년 이래 연평균 6% 증가하여 ’11년 12월 재 1,422개 정도

로 늘어났다. 하지만, 300만개가 넘는 체 기업집단 에서 차지하는 비 은 

0.04%에 불과하고  다수인 99.9%가 아직 소기업군에 머무르고 있다. 견기

업 수는 기업군의  1,512개보다도 은 수 이어서 산업의 허리인 간규모 기업

군의 비 이 양 으로 매우 빈약한 수 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국제 인 비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독일의 간규모 기업군(250명~999명)의 숫

자는 3,689개로 1.8%이고, 일본의 간규모 기업군(300명~999명)이 3754개

(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간규모 기업군(300명~999명)이 473(0.15%)로 

다른 나라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 견- 기업으로의 성장도 거의 정체상태다. ’97년 당시 

소기업 에서 ’07년 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사에 불과하고, ‘97년 당

시 소 견기업 에서 ’07년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8개사인데, 이 에서 상

호출자제한집단 소속기업 21개, 외국계기업 4개사를 제외한 독립  기업은 3개사

에 불과하다.  포 지에서 발표하는 세계 100  고속성장기업(’09년)에 미국 77

개, 국 5개인데 비해 한국기업은 무한 상태다.3)

일반 으로 바람직한 기업생태구조는 피라미드형이나 간층이 두꺼운 항아리형인

데, 우리나라 기업생태구조는 간부분이 지나치게 약한 호리병형 구조를 보이고 있

다. 이는 기업이 창업해서 소기업, 견기업, 기업으로 성장 발 해 나가야 하는

데, 견기업 부분에서 병목 상을 일으키고 성장사다리가 단 되어 원활한 선순환 

발 이 안 되고 있음을 뜻한다. 

양 인 측면에서 보아도 그 지만 질 인 측면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지몬 교수가 

분석한 히든챔피언 수를 보면 독일은 1,307개, 미국 366개, 일본 220개, 국 68

개인데 비해 우리는 23개에 불과하여 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견기업 수에서도 

매우 취약하다.4)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 인 견기업 수에서도 질 인 견기업의 

1) 한국 견기업연합회 내부자료 참조

2)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 원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에서 발표된 자료와 한국

견기업연합회 내부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함

3)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세계  문 견기업 육성 략 보도 별첨자료 참조

4) Hermann Simon, 희망 소기업포럼 발표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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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빈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1년 12월 재 1,422개 견기업 에서 제조업은 549개사이고 비제조업은 873

개사로 비제조업 분야가 60%가 넘는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화학 105개사, 운송장비 

96개사, 기 자 88개사 등에 많이 모여 있고,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도소매업 151개

사, 통신/소 트웨어 122개사, 부동산/임 업 113개 등의 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1,422개 견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706억 원이지만, 매출액 1,000억 미만이 체

의 49.2%를 차지하고 있어 반 으로 세한 편이다. 특히 제조업 평균 매출액은 

4,277억 원이어서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비제조업은 평균매출액이 1,676억 원이

어서 제조업에 비해 훨씬 으며, 1,000억 미만 견기업은 부분 비제조업 분야이다.

우리나라 견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총 82.4만개이고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

은 5.7%이다. 소기업 86.9%, 기업 7.4%에 비해 상 으로 은 편이지만 기업 

수 비 에 비해 상 인 비 은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의 고용증가율(2007~2011)

은 견기업이 5.2%로 기업 4.3%보다 더 높아 고용창출에서 견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견기업이 수출하는 액은 총 603.3억불로 

총수출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이 기업 66.6%, 소

기업 18.3%에 비해 낮지만, 기업 수 비 에 비해서는 비교  높은 편이다. 

한 우리나라 견기업은 4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상 으로 지역균형

발 을 진하는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기업의 본사가 부분 서

울이나 수도권에 집 되어 있는데 비해 견기업은 상 으로 태생 인 지방소재기업

이 많아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최근 견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2010년 기간  견기업 

수는 452개사(47%),  일자리는 15.1만개(22%) 매출액은 116조원(45%), 수출은 191

억 달러(46%) 증가하여 그 상이 차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 심의 경제력 집 으

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에 한 반작용으로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견기업군의 발달은 이러한 상을 완해해 주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다.5) 

그러나 우리나라 견기업은 재무  역량과 신역량, 해외진출 역량 등 반 인 역

량이 취약하다. 재무구조는 80% 이상을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고, R&D집약도도 소기업 3.36%, 기업 2.25%인데 비해 견기업은 1.68%로 

가장 낮은 수 에 머물고 있고, 매출액 비 수출비 도 독일 히든챔피언이 62%(‘05)

인데 비해 우리는 16.6%(’10)에 머무는 등 해외진출 역량도 미약한 실정이다. 견기

업의 생산성도 기업을 기 으로 할 때 ’99년 67.2%에서 ’08년 57.7%로 오히려 격

차가 확 되고 있다.6) 아울러 견기업  27.3%만이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

는 기업으로 나타나 신규 사업에도 극 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7) 

5) 이 부분은 한국 견기업연합회 내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함

6)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세계  문 견기업 육성 략 보도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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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견기업군 특징의 원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견기업군은 고용이나 수출 등에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높은 편이지만 재의 실상은 양 으로나 질 으로 매우 빈약한 구조를 나타

내고 있고, 재무  역량과 신역량, 해외진출 역량 등도 취약하여 견기업에서 기업

으로의 진입은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이것은 재의 견기업들이 경쟁력과 성장 동력

이 크지 않아, 이들 견기업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수출증 를 도모하기 해서는 특단

의 견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 면에서 우선 견기업군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을 보다 체계 으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견기업군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아래와 같이 제도 인 요인과 사회 인 요인, 견기업 

스스로의 문제와 기업의 견제 등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3.1 제도 인 요인

재 정부의 기업정책은 보호 주의 소기업정책과 규제 주의 기업 정책으로 양

분되어 있다 보니 소기업을 졸업하면 일시에 각종 지원이 감함과 동시에 규제 증

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피하기 해 분사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소기업 수 을 유지하

기 한 각종 편법과 도덕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앞에서도 보았다. 소기업 지원은 

경제  약자를 돕는다는 미명아래 정부부처마다 경쟁 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소

기업 지원제도가 160개가 넘지만, 기업으로 진입하면 독과  규제, 수도권 총량제 규

제, 기업결합심사 등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기업은 실 으로 성장을 주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8)

특히, 기업지원 정책이 실질 인 성장여부와 역량을 보지 않고 오로지 소기업 여부

만을 보고 획일 으로 단하기 때문에 소기업 유지를 한 각종 편법이 난무할 수밖

에 없는 제도상의 맹 이 있다. 그 에서도 특히 기업범 를 애매하게 하는 소기업 

기 제도, 견기업 성장통을 유발하는 지원과 규제의 불균형,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연계부족 등은 시 히 보완해야 할 제도  요인이다.

가. 기업범 를 애매하게 하는 소기업 기

산업발 법 제 10조 2항에 의하면 견기업이란 ‘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기업이 아니면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  운 에 한 법

7) 지식경제부, 견기업 실태조사  경기 망조사, 2011, P31

8)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세계  문 견기업 육성 략 보도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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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과 융기 은 견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의가 일견 매

우 포 이고 간단한 듯하지만, 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기업 여부를 정하

는 업종별 규모기 과 상한기 , 그리고 지분 계에 따른 독립성 기 에 자의성이 개입

될 여지가 있어 간단하지 않다.

규모기 은 업종별 규모에 따른 기 이며,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 혹은 자본 이

나 상시 근로자 수로 단하는데, 이 기 을 과할 경우 3년간 유 기간을 거친 후 

견기업으로 정한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기 이 다르고, 자본 이나 근로자 수 등과 

같이 기업이 자의 으로 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 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선

택주의를 택하고 있어 기업이 편법을 동원해 자의 으로 소기업에 잔류할 수 있는 길

을 열어 주고 있다. 

소기업군 잔류를 한 노력은 1966년 소기업기본법 제정이후 지속 으로 소기

업 범 가 제조업 근로자 기  200명에서 300명으로, 자기자본  기  500억에서 

1000억 상향 등 확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소기업들이 근로자 수나 자본 을 인

으로 억제하여 소기업 울타리 내에 장기간 체류해 온 사례가 지 않았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용하는 자본  지표는 주로 자본거래에 의

해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여부를 단하는 지표로는 합하지 않아 지원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는 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나의 제도상의 맹 은 유 기간이 지나 완 히 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다시 

소기업으로 회귀하면 3년 유 기간을 재부여하는 등 소기업들이 편법을 쓸 수 있도

록 만들어 놓은 유 제도이다. 이에 따라 견기업 여부가 기업성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기업의 자의 인 선택이나 략  단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도덕  해이를 

불러오게 했다는 이다.

한편 독립성 기 은 지분율 계에 따라 소유와 경 의 지배종속 여부로 견기업여

부를 정하는데 모든 업종에 걸처 자산 5000억 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직  는 간 으로 소유하면서 최 주주인 기업과 계기업은 즉시 견으로 편입되

게 하여 기업분할을 통한 소기업 잔류 가능성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 한  지분율 조

작을 통한 편법이 작동할 여지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견기업여부를 정하는 기 이 선택과 략에 따라 자의

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상의 맹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 의 복잡성으

로 인해 기업 스스로도 소기업인지 견기업인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 실이기 때문

에 이 부분에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나. 견기업 성장통을 유발하는 지원과 규제의 불균형

소기업 지원제도는 기술, 융, 세제, 인력, 로/수출 등 총 600건이 넘는 각종 

지원이 있고, 지식경제부, 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등 총 14개 정부부처가 



68  중견기업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유 기 까지 포함하면 가히 모든 기 이 지

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기업 지원 산도 2010년 9조 7천억 원에서  

2011년 약 9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소기업에서 견기업으로 성장

함에 따라 지원제도가 폭 축소되고 있다. 총 600건이 넘는 지원제도 에서 약 60건 

정도만 견기업에도 용되고 있을 뿐이다.9) 물론 올해 산업발 법 개정으로 견기업

의 정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견기업에 한 지원이 늘어날 정이지만 지

까지 소기업에서 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조세혜택, 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각

종 지원은 부분 사라지고 별도로 추가지원해 주는 것 한 없다 보니 소기업 입장

에서는 극 인 성장 동인이 생길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업이 받는 규제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견기업 련 규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자 수에 따라, 거

리 면  등 입지에 따라, 상장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성장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지 까지 소기업을 졸업하면 3년 유

기간 후 바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데 이제 갓 소기업을 벗은 견기업과 기업을 동일한 잣 로 규제함에 따라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인가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안 보건 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고용 련 규

제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직장체육시설 설치의무 등 비 고용 련 규제를 달리하고 

있는데,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 기업성장과 한 우물 기를 해하는 제도

표 인 로 소기업 합업종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기업의 무분별

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경제  사회  약자인 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출

발했고 많은 정 인 성과를 도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 으로 기업의 성장을 

해하고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게 하는 부정 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소기업 합업종에 기업의 신규진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한

우물만 서 성공한 견기업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건 한 경쟁과 기업가정신을 축

시키고 기업성장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소기업의 변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소기업의 국제화는 과거 경기침체로 국내시장에서 매출

이 고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치열한 응 략의 산물이다. 특히 

단가 인하 등 기업과의 납품 계가 악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극

으로 펼친 결과 오늘날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발 할 수 있었다.10)

9) 경련 소기업 력센터 소기업지원제도 요람, 2011

10) 오동윤 정동기, 독일 소기업의 국제화에 한 연구,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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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연계부족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지 까지 매우 훌륭하게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다. 그 결과 짧

은 기간에 세계 인 경쟁력을 갖춘 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을 일으키는 쾌거를 이룩하

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정책이 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한 효율 인 자원배분에 치 하다보니 산업의 집 화, 불공정경쟁 등을 

래하게 되어 결과 으로 경제민주화 요구를 래하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소외된 소기업을 구제하고 도우기 해 주로 소기업청에서 

소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한 차원에서 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그

러다보니 기업정책이 기업 체를 아우르는 체계 이고 균형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주로 소기업을 지원하는데만 을 두는 불균형 인 정책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은 한 상호 련성이 있는데 이 두 정책이 각기 다른 부서

에서 이루어지고 긴 한 조 계도 미흡하다 보니 결과 으로 체최 화를 한 각

종 해법과 정책이 나오지 않고 부분최 화 수 에 머물고 있다.  

2.3.2 사회 환경  요인

견기업군이 발달하지 못하고 매우 축된 모습을 보이는  다른 원인으로 사회  요

인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일부 기업인들의 부 축정과정에 한 반감과 경제

 양극화 심화로 가진 자에 한 반감, 더 나아가 반 기업정서가 팽배하게 되었다. 자본

주의 시장경제의 기본논리가 자유와 경쟁이지만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회  

분 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경쟁의 결과도 흔쾌히 수용하지 않는 분 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흐름은 기업정책에도 그 로 향을 미쳤는데 사회 경제  약자

인 소기업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하고, 사회 경제  강자인 기업은 규제해야 한다는 

이분법  논리로 흐르게 되었다.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소기업이나 견기업, 기업 모두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규모에 맞는 한 지원과 보호, 규제가 필요한데도 소기업 범 를 벗어나

서까지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약자 몫을 빼앗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

기가 팽배하게 되었다. 특히 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로벌 시 에는 일정 규모 이상

의 규모의 경제성을 갖춘 기업이 필요하고, 로벌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해서는 오히

려 더 치 한 국가  지원과 육성 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회 정서법이라는 도그마

에 갇  성장하고 잘 나가는 기업에 한 시 소 지원을 가로막아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거에 왕성했던 헝그리 정신, 캔 두 정신이 차 약화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더욱 

시하는 사회  분 기로 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기업을 성장 발 시키고자하는 도

정신과 기업가정신이 사회 체 으로 약해진 측면도 기업성장을 해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상  1% 학생이 창업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는 우수

한 이공계 학생들이 의과 학으로 몰리고, 유수한 경 학 출신 학생들이 창업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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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무원 등 안정 인 직장을 선호하는 분 기가 우리 사회 도 정신 주소를 잘 말

해 주고 있다. 물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 기도 약하고, 사회  안 망과 복지제도

가 취약하여 극 으로 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몇 

가지 획일화된 성공방정식을 주입시켜는 경향이 있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2.3.3 견기업인 스스로의 문제

아무리 사회  분 기가 비우호 이고 제도 인 문제가 있다 해도 견기업인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 장애물은 돌  못할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견기업인 스스로 도 정신이 약하고,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신 성장동력 확보노력을 게을

리 한 요인도 견기업 성장을 해했다고 볼 수 있다. 

한 많은 우리나라 소 견기업 오 들이 연로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도 하기

보다는 재의 사업을 안 하게 2세에게 가업상속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심을 더 둔 

측면도 있다. 많은 소 견기업인들과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우리는 국내시장에서 잘하

고 있는데 왜 자꾸 성장해라, 로벌해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2011년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소기업의 로벌화 실태조사11)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기업의 로벌 경쟁력은 100  만 에 44 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고, 자   

우수인력 부족으로 연구개발  해외 마  역량이 매우 취약하여 기업으로 성장할 확

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고, 한 소기업 에서 수출하는 소기업 비 이 2.6%로 

독일 10.9%, 국 11%에 비해 매우 낮고 체 수출에서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 도 

2002년도 42%에서 2010년도에는 33%로 차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견기업

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때 우리나라 소 견기업의 취약성은 기업인 

스스로의 도 정신과 의지부족 탓도 있다.

2.3.4 기업의 견제

견기업군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으로 제도  사회  요인이 크게 작용하 고, 

견기업인 스스로의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  경쟁 집단인 기업의 견제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산

업,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소수의 몇 개 기업이 독과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경우 견기업군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순순히 방치하

고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치 한 략으로 견기업군이 기업으로 치고 올

라와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을 사 에 막았을 것이다. 이것은 기업논리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등 갖가지 불공정 불합리

11) 산업연구원, 소기업 실태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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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법을 동원해 공정경쟁을 해했다는 이다. 이런 면에서 기업의 부당한 견제

도 견기업의 발달을 막은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견기업 육성정책의 비 과 발 방안

3.1 견기업 육성정책의 약사

견기업 육성정책은 오래 부터 제기되어 왔다. 2005년 8월 26일 당시 이혜훈 의원

은 ‘ 견기업을 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여 정책화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2005년 11월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 소 견기업 로벌 발 략’을 발표하여 견기업

의 로벌 마 역량 강화, 기술 신역량 확충, 로벌 경 능력 제고 등 육성정책을 제

시하 다. 그러나 큰 진 을 보지 못하다가 2010년 3월에 계부처 합동으로 으로 

‘세계  문 견기업 육성 략’을 발표하면서 재출발하게 되었고, 이어 2011년 3월에는 

마침내 산업발 법 개정을 통해 ‘ 견기업 정의  지원을 한 법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서는 견기업을 한 조세부담 완화, 자 조달 여건 개선, 신역량 강화 등을 

한 지원정책을 마련하 는데, 조세부담 완화 조치로 소기업 졸업 후 부담완화기간 5

년 동안 연구개발 세액공제율과 최 한 세율을 단계 으로 조정하도록 했고, 가업상속 지

원 상 기 을 매출액 1,500억까지 확 하여 일부 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 조달 여건 개선에서는 소기업 졸업 후 부담완화기간 5년 동안 신용보

증  기술보증의 가산보증료를 단계 으로 인상하 고, 정책 융공사가 견기업 용펀

드를 1조 이상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했고, ‘World Class 300 로젝트’를 추진하여 견

기업의 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동년 5월에는 World Class 300 로젝

트 30개사가 1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견기업 육성정책은 별도의 법률로 뒷받침되지 않아 지 까지 체계 이고 지속

인 집행은 어려웠다. 산업발 법의 한 부분으로 남아 우선 강력한 힘을 받기 힘들었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조직도 지식경제부내에서의 상이 높지 않아 강한 추동력을 갖기가 

힘들었다. 특히 소기업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소기업청과의 유기  력과 정책연계가 

미흡하여 소 견기업인 사이 혹은 련 유 단체 사이에 불필요한 알력과 갈등을 래

하기도 하 다. 따라서 앞으로 견기업 육성정책을 더욱 치 하게 추진하기 해서는 

련 정부조직의 상과 추진체제가 더욱 강건해야 하고, 법률 인 뒷받침도 되어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견기업이 심이 되고 선도하는 안정되고 지

속가능한 기업생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과제들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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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견기업 육성정책의 반 인 틀

견기업 육성정책은 단순한 기업정책 차원을 넘어 이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

고 있는 각종 안인 성장 기조 극복,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  등을 통해 ’20년에는 견기업이 이끌어가는 무역 2조 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시 를 달성하는데 지향 을 두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최근 성장 기조로 어들고 있다. 빨리 정책 환을 하지 않으면 일

본식 성장 늪에 빠질 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데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결국 높은 경제성장을 해서는 높은 기업성장이 선행되어

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견기업정책은 단순한 기업정책이라기 보다는 기업성장을 

진하는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 인 문제 의 하나가 양극화 문제인데, 양극화는 경

제력 집 , 부의 불균등 분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 인 상이기

는 하지만, 기업생태계에서 간부분을 차지하는 견기업군을 육성 발 시키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작  우리 경제의 가장 시 한 과제 의 하나가 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다. 일자리는 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다. 지 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크게 부족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졸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

여 청년실업률이 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견기업 육성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견기업 육성은 지역균형발 을 가져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견기업의 40% 정도가 지방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세계 인 문기업

으로 육성 발 시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경제  효과 이상

으로 국가균형발 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기타 견기업 육성을 통해 여러 가지 

다른 부수효과도 창출되어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20년에는 무역 2조 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런 정책비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목표로 견기업 수( 계회사 수

를 뺌), WCL(World Class Leader)기업 수,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지표에 한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2) 우선 견기업 수는 ’10년(1,291개)에서 

’15년(3,000개), ’17년(4,000개), ’20년(5000개)로 설정하여 지 부터 8년 후에는 

탄탄한 견기업이 최소한 5,000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WCL는 독일의 히든 챔피

언처럼 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  로벌 견기업으로 ’10년(30개), 

’15년(200개), ’17년(300개), ’20년(400개)로 설정하여 ’20년에는 최소한 400개 

12) 이 부문에 한 목표치는 목 지향 인 방향성 차원에서 선언 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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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다. 견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10년(80만명), ’15년(150만명), ’17년(200만명), ’20년(250만명)으로 설정한

다.13) 이와 별도로 포 지 세계 500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 수도 ’10년 14개에서 

’15년 20개, ’17년 25개, ’20년에는 30개정도 확 해서 ’20년에는 5-4-3 즉, 견

기업 5,000개, 한국형 히든챔피언 400개, 탄탄한 로벌 기업 30개를 만들어 무

역 2조 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 시 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비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진하는 제도 신이다. 이를 한 구체 인 정책과제는 소기업 범 의 합리  개편, 

기업지원방식의 일 신, 소기업 유 제도 개선, 견기업 성장통 개선 등이 있

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견기업의 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한 구

체 인 정책과제는 기술역량 제고, 로벌 역량 제고, 서비스 견기업 역량 강화 등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견기업지원 인 라 구축이다. 이를 한 구체

인 정책과제는 총 정부기  상강화, 련법 정비, 기업정책연구원 설립, 견기

업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리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13) 2010년 재 견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는 620명 정도 되지만, 보수 으로 잡아 견

기업 당 500명 고용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함



74  중견기업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3.3 견기업 육성을 한 정책과제

이상의 비 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한 큰 흐름의 발 방향은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첫째는 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진하는 제도 신, 둘째는 견기업의 

신역량 강화, 셋째는 견기업지원 인 라 구축이다. 각각에 한 구체 인 발 방안

이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3.1 견기업으로 성장 진을 한 제도 신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소기업에서 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은 여러 가

지가 있지만 가장 요한 것은 역시 제도 인 요인이다. ‘사람은 평가받는 로 행동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기업 역시 제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

의 성장을 해할 수 있는 제도는 과감히 신해야 한다. 그 에서도 특히 기업성장 여

부가 반 되도록 소기업의 범 를 합리 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여부를 

단하는 업종별 기 , 택일주의 등을 재검토해서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해 자의 으로 

혹은 편법으로 소기업 범 에 잔류할 수 있는 여지를 가능한 없애야 한다.

둘째는 정부지원 방식에 일  신이 필요하다. 기업규모에 따른 획일  칸막이식 

지원이 아니라 실질  성장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제도의 신이 필요하다. 정부

가 소기업을 지원하는 명분은 사업개시 년도가 짧아 아직 유치산업 단계에 있어 완

 경쟁에 노출되는 데는 아직 이르거나, 경제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경쟁을 기한다

는데 있는 것이지 소기업이라고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닐 것이다. 따라

서 정부지원방식을 규모에 따른 칸막이식 보다는 실질 으로 지원이 필요한가 여부나 

지원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다르게 용해야 소  말하는 피터팬 증후

군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소기업 졸업 유 제도에 한 개선도 필요하다. 

소기업에서 졸업했다 유 기간 후 다시 진입하고 다시 졸업하고를 반복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것도 1회로 한정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는 기업성장과 한 우물 기를 해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표 인 로 소

기업 합업종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경

제  사회  약자인 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결과 으로 기업의 

성장을 해하고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게 할 수도 있다. 소기업 합업종에 기업의 

신규진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한우물만 서 성공한 기업까지 배제

시키는 것은 건 한 경쟁과 기업가정신을 축시키고 기업성장을 해할 수 있다.

넷째는 견기업으로 성장 후에 맞게 되는 일시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문제도 

신이 필요하다. 기업지원은 발달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를 

들어 소기업 단계에서는 융이나 세제지원, 견기업 단계에서는 연구개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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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시장개척지원 등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단지 소기업인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 

획일 으로 단해 버리면 지원이 재 소에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규제 역시 기업의 실제 인 상황에 맞게 부여해야지 획일 인 잣 로 부담시킬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성장통이 과도하지 않도록 정책  배려

가 필요하다.

3.3.2 견기업의 신역량 강화

우리나라 견기업은 소기업 지원, 기업 규제의 이분법  구조 속에서 샌드

치 신세로 법률  보호는 물론 국민 정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지표에서 기업보다 열세하고 심지어 일부 항목에서는 

소기업보다도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로 견기업에서 기업

으로 성장 발 하는 기업은 매우 희소하고, 소기업에서 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다시 소기업으로 회귀하는 등 반 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견기업연합회와 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견기

업들은 신성장동력 확보, 문인력 확보, 기술경쟁력 확보, 로확보, 조세부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견기업  상당수는 새로운 성장

모티 를 찾지 못하고 있고 성장정체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견기업 에서 주력산업의 성장여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응

답이 38.7%나 나오고 있는데 체 으로 견기업의 경우 주력산업이 체 매출액에

서 차지하는 비 이 80%가 넘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징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견기업의 신역량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 하다. 특히 견기업의 기술역

량을 신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견기업은 좁은 범 에서 로벌 마켓 리더가 되

어야 하는데 그러기 해서는 견기업이 특화분야에 한 연구개발투자를 확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문 연구인력 확보, 연구개발 결과물의 견기업 이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이 견

기업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는 견기업의 로벌화 능력을 제고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견기업이 로

벌 경쟁력을 갖춘 로벌 견기업으로 성장 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

다. 특히 월드클래스 300 로젝트를 보다 확 하고, 엄격히 선발하고 리하여 명

실상부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서비스 견기업들의 역량을 강화기 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먼  이 

분야의 국내시장 규제를 폭 완화하고 이를 발 으로 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체계 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기업 자회사들의 견제가 심하

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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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견기업지원 인 라 구축

견기업을 육성하기 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련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먼  견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기 의 상 강화가 필요하다. 지식경제부 혹

은 기청에 담당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장기 으로는 기업정책을 총 하는 부

서에서 기업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핵심부서로서의 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련법의 정비이다. 모든 정책이 힘을 받기 해서는 련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듯이 견기업정책도 효율 인 집행을 해서는 련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 산

업발 법 개정을 통해 견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 으로는 별도의 

견기업기본법이나 특별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타 유 법규에서도 견기

업 련 규정을 삽입하거나 수정하여 법률 인 지원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견기업 련 정책이나 제도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연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별도의 견기업연구원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실 으로 어려우면 재의 

‘ 소기업연구원’을 ‘기업정책연구원’으로 확  개편하여 기업정책 반을 연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연구원이 소기업 입장에서 각종 제도연구를 해서는 부분

최 화의 솔루션만 얻는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확  개편하여 기업생

태계 체 입장에서 체 최 화를 추구하는 정책개발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견기업 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다. 견기업 련 각종 통계나 정

보가 원활히 집 되고 유통되고 연구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견기업의 반 인 실상과 문제 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견기업 정책이 추구하는 정책

비 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 견기업들은 소기업 지원, 기업 규제라는 이분법  구조 속에서 지

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소기업에서 

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일시에 소기업이 받는 지원이 사라지고 기업이 받는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소기업에서 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 

견기업의 수는 양 으로나 질 으로 매우 취약한 수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생태구조는 허리가 튼튼하지 못한 호리병형 형태를 보이고 있고 기업 성장사다리가 

단 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견기업들의 실상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고, 인력확보, 로확보, 신기술개발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견기업

군은 상 인 비 에 비해 고용창출과 총수출 등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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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견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견기업 수, 일자리, 매출액, 수출 등에서 큰 증

가를 보이고, 그 상과 국가  기여도도 차 커지고 있어, 육성 여하에 따라 국가

경제발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실상과 특징을 보이는 원인은 제도 인 요인과 사회 인 요인, 견기업인 

스스로의 문제, 기업의 견제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 

반 으로 팽배해 반 기업정서도 작용하겠지만 가장 요한 요인은 제도  요인이다. 

즉 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지원 축소와 규제증가, 획일 인 지원제도, 소기업 

여부를 정하는 기 의 애매성 등이 큰 향을 미쳤고, 도 의식 부족, 국내시장 안

주성향 등 견기업인 스스로 문제,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한 견제도 성장

정체 원인으로 작용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기업 육성을 통한 무역2조 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시

 달성이라는 정책비 을 제시하고, 연도별 견기업 수, World Class Leader 기

업 수, 일자리 창출 수 등에 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비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한 방안으로 견기업으로의 성장 진을 한 제도 신, 견기업의 신역량 강

화, 견기업지원 인 라 구축방안을 제시하 다. 

견기업으로의 성장 진을 한 제도 신에서는 소기업여부를 단하는 업종별 

기   택일주의 재검토, 규모에 따른 획일  정부지원방식의 신, 소기업 졸업

유 제도 개선, 기업성장과 한 우물 기를 해하는 제도개선, 견기업으로 성장 후 

맞게 되는 성장통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 다.

견기업의 신역량 강화에서는 견기업은 좁은 범 에서 로벌 마켓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특화분야에 한 연구개발투자 확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문 연구인

력 확보, 연구개발 결과물의 견기업 이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

가 필요하고, 아울러 견기업의 로벌화 능력을 제고하여 로벌 견기업으로 성

장 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견기업들의 역량

을 강화하기 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

견기업지원 인 라 구축방안에서는 먼  견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기 의 상 

강화가 필요하고, 둘째는 련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셋째는 견기업 련 정책이나 

제도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업정책연구원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견기업 련 종

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련 문헌과 자료가 부족하여 기존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  

분석보다는 연구자의 직 과 견기업인들과의 인터뷰, 장조사, 경험 등을 바탕으

로 분석했기 때문에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지

만, 이 분야의 정책연구를 심화 발 시키기 한 기 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

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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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Strong Medium Enterprise 

Jeong-Ho Pyo*14)

Abstract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 reality of the Korea Strong Medium 

Enterprises(KSME), and the policies to develop the KSME were suggested. KSME 

have been left off the list for support and protection under the dichotomous perception, 

the support for small enterprises and the restriction on major enterprises, which leads 

to the severe weakness of the KSME in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In addition, 

they have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to achieve a new growth power and human 

resources, to secure the market, and to give birth to a new technology. Considering 

that the KSME contribute toward the creation of jobs and exports relatively more than 

their proportion, they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potentially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The reasons of the current status and the 

features were studied according to four sections, institutional factors, social factors, the 

enterpriser's own problem, and the protection of major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reasons, several measures including the system renovation for 

promoting the growth to KSME, the innovative capability reinforcement of KSM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KSME, were suggested to accomplish 

the specific goals like the annual number of medium enterprises, the number of World 

Class Leader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created jobs, under the policy vision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amount of two trillion dollars and the GDP per capita of forty 

thousand dollars would be accomplished by the growth of KSME. 

  Keyword : KSME, policy vision and goals of KSM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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