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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보다는 건강한 한국경제가 최우선 과제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치열한 공방도 이젠 지루한
느낌이다. 해를 넘겨도, 계절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러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적합업종 선정, 성과공유제 등 말만 무성할 뿐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불만이 가득하다.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다. 게다가 자꾸 새로운 논쟁이 불거진다. 이젠
시장경제냐, 경제민주화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다들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매
한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길로 들어설지 서로 으르렁댈 뿐이다. 마치 생면부지
의 원수 같다. 여기에 학자들까지 가세했다. 학자들의 임무는 길 찾기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익숙한 자기만의 길을 고집한
다. 그래서 그 길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봐야 한
다. 그리고 숲의 미래를 봐야 한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야 울창
한 숲이 숨을 쉴 수 있다. 숲이 건강해야 숲 속도 건강하다.

한국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EU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한국의 전체 사업체 수는 307만 개다.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
이다. 한편, 한국의 전체 종사자 수는 1,175만 명이다. 이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비중은 87.7%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9988’이라고 칭한다. 그
러나 EU는 ‘9966’이다. 사업체 수 비중은 같다. 그러나 EU는 대기업의 종사자 비
중이 34%로 한국(12.3%)보다 높다.
‘9988’과 ‘9966’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학습
이 필요하다. EU 국가의 종사자 비중을 기업의 크기에 따라 소상공인(~9인), 소기
업(10~49인), 중기업(50~249인), 대기업(250인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1인당 GDP 규모(2009년 기준)에 따라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
1은 소득수준이 2만 달러 이하인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동구권 국가들이다. 한국은
그룹 1에 속한다. 그룹 2는 소득수준이 2만~4만 달러인 국가들이다. 그리스, 스페
인, 영국, 이탈리아 등이 7개국이다. 그룹 3은 소득수준이 4만 달러대인 국가들이
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8개국이다. EU를 지탱하는 중심 국가들이다.
그룹별로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EU 국가에 비해 낮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9988’과 ‘9966’의 차이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룹 1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현저히 낮다. 그룹 1은 동구권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중화
학공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규모가 큰 편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비중이 우리보다 높을 수 있다.
둘째, 소상공인 비중에 주목해야 한다. 그룹 2(2만~4만 달러)의 소상공인 비중이
가장 높다. 이유는 국가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소상공인 창업이 많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은 대부분 10인 이하의 소규모다. 따라서 소득수준 2
만~4만 달러가 창업이 가장 활발한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소상공인 비
중은 EU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가장 창업이 활발한 시점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그림>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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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어난다. EU 회원국의 소득수준을 시간의 개
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재미있는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대기업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점이다. 그

룹 2(2만~4만 달러)보다 그룹 4(4만 달러대)의 대기업 비중이 더 높다. 이러한 사
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의 중심은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둘째, <그림>을 시계방향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규모가 커짐
을 볼 수 있다. 소상공인에서 창업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마치 아이가 어른
이 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기업규모 확대는 곧 일자리 창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이런 두 가지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동
반성장의 길이 있다. 결국 모든 논의의 핵심은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이다. 이제까지 50여 년 현대 한국경제의 숙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기초한
산업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한계에 도달했다. 새로운 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어떻게 팔 것인가?’로 우리의 고민이 옮겨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책패러
다임도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 돼야 한다. 또한, 정책목표도 국가경제 성장에서
기업규모 확대로 옮겨가야 한다. 결국 기업규모 확대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논의 중인 동반성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린
아이(중소기업)가 어떻게 자라서 어른(대기업)이 될 수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성과공유제, 적합업종 선정 등 다양한 논의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아이와 어른이 같이 경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는 열심히 뛰어 다녀야
빠르게 성장한다. 그렇다고 열심히 뛰지 않는 아이에게 먹거리를 줄 수는 없다. 언
젠가 어른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자꾸 먹다보면 살만 찔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