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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업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 본 연구는 지난 2012년 주세법 개정 이후 일련의 규제 완화가
주류산업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주류산업 현황
○ 2018년 기준 국내 주류시장 규모는 9조원(출고금액 기준)
- 현재 980개 사업체에 9,423명이 종사
- 출고량, 출고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수요변동성도 낮음
- 기호식품인 관계로 식품/식품첨가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생산량 11.0%, 매출액 7.8%(2018년 기준)
<표 1> 주류제조업 종사자 및 주류출고량 추이
사업체(개)
종사자(명)
출고량(천㎘)
출고금액(십억)

2013
848
8,376
3,921.1
8,811.7

2014
935
8,867
4,014.9
9,126.9

2015
955
9,123
4,073.6
9,361.6

2016
926
9,331
3,995.8
9,296.1

자료: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국세청(주세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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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25
8,996
3,974.5
9,248.7

2018
980
9,423
3,931.8
9,039.4

2. 주류산업 규제완화 정책
○ 주류는 오랫동안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었으나, 각국이 1990
년대 이후 주류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는 2009년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후 추
진체계를 정비하고 술 산업 진흥 및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 2012년 이후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
<주류관련 주요 정책 및 규제완화 내용>
2009년 8월: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2011년 9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2013년 2월 주류제조 시설의 기준 및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2014년 4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의 외부 유통허용
2016년 2월: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허용
2017년 7월: 상업적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통주 판매 전면 허용
2018년 4월: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 허용
2020년 2월: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탁주·맥주의 과세기준을 종량세로 변경
2020년 5월: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단편적 규제개선→종합적·체계적 접근)

3. 주류소비 트렌드 변화와 주류시장 변화
가. 주류소비 트렌트 변화로 국산 주류 소비감소
-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음주가능인구 감소)
- 음주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규제(청탁금지법, 주52시간제)와
접대·회식문화 감소
- 건강을 중시하는 음주문화 확산(저도주 선호)
*1인당 알콜소비량 감소(2008년 10.2  →2017년 9.3  )

- 혼술·홈술문화 확산
⇨ 국내주류 출하량감소(2010년 3,610천㎘→2018년 3,436천㎘)
수입주류 증가(2005년 2.1%→2018년 12.6%)
나. 트렌트 변화로 주류 시장 변동
- 2000년대 들어 주류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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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주(라거맥주, 희석식소주) 보다는 프리미엄주류 소비 증
가로 수입맥주, 증류식 소주 소비증가
*2015∼2018년간 주류 출고량은 9.7% 감소하였고 맥주는 14.9% 감소.
이에 비해 증류식 소주는 73.1% 증가

-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증가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대다수가 수제맥주인 관계로 맥아 및 맥주제조
업 사업장숫자 증가(`16년 : 48개 → `18년 : 74개)
<표 2> 주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2016
알코올음료제조업
926
발효주제조업
839
탁약주 제조업
653
맥아/맥주제조업
48
기타 발효주제조업 138
증류주 및 합성주제조업 87
주정제조업
10
소주제조업
36
기타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41

사업체
종사자
2017 2018 (‘증가율
16∼18) 2016 2017 2018 (‘증가율
16∼18)
925 980 5.8 9,331 8,996 9,423 1.0
837 890 6.1 9,148 5,911 6,321 2.8
648 680 4.1 3,070 2,927 3,094 0.8
58 74 54.2 2,365 2,275 2,479 4.8
131 136 -1.4 713 709 748 4.9
88 90 3.4 3,183 3,085 3,102 -2.5
9
9 -10.0 379 359 353 -6.9
38 40 11.1 2,463 2,346 2,448 -0.6
41 41 0.0 341 380 301 -11.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4. 주류 산업 정책 시나리오별 고용전망
○ 현재 주류산업 여건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 주류
산업 고용인원은 11,151명으로 전망됨(‘18년 대비 3.4%증가)
○ 주류산업 정책기조 변화와 규제 완화라는 두 축을 이용해 4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
*시나리오1: 기존 산업육성정책 유지 + 추가 규제 완화 없음
시나리오2: 기존 산업육성정책 유지 + 추가 규제 완화 있음
시나리오3: 산업육성 정책강화 + 추가 규제 완화 없음
시나리오4: 산업육성 정책강화 + 추가 규제 완화 있음
* 추가규제완화 : 종량세 확대, 온라인 유통 허용등
* 산업육성정책 : 기업지원정책 등

○ 2023년 추정치에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계수를 적용한 결과
2023년 고용인원은 10,757명∼11,618명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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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나리오별 2023년 고용인원 전망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고용 증가율

-0.085

-0.004

0.010

0.042

2023년
11,150.7

10,757.0

11,107.5

11,267.4

11,617.9

- (시나리오1) 주류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소비패턴 변화, 주
종 간 경쟁 격화 등)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현
재의 여건이 지속되었을 때에 비해 고용이 감소
- (시나리오 2)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 폭을 상쇄하지 못함
- (시나리오 3과 4) 산업육성정책의 강화 및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용효과가 증대
- (시사점) 주류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력을 증대하기 위
해서는 기업지원정책이나 종량세 확대 및 온라인 유통 허용
등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주류산업 활성화 및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주류산업 활성화 정책 평가
- 1990년대 이후 일련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중장기 실천 로드
맵을 구축하지 못했고 정책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시나리오전망에서 확인하였듯이 주류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
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적정선은 견지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규제완화 및 주류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음
○ 정책방안1: 우리술 진흥을 위한 조세 개편
- 농림부는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집중
⇨ 주류제조업체들의 정책 체감도 낮음
-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역 내 주류업체 지원정책 추진 중
⇨ 지자체 재정여건상 체계적·지속적 추진에 한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주류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해줄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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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전통주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
- 지방세 전환 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전통주산업 육성
및 이를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기여할 것임
○ 정책방안2: 온라인 판매규제 완화 및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
-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코로
나19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주류업계 또한 온라인판매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온라인판매 허용 시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문제 뿐 아니라 주
종 간 갈등 확대, 도소매업자 생존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
려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규제의 점진적 완화 및 온라
인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정책방안3: 양조분야 전문인력 양성
- 양조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
축 차원에서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중요
- 주류제조관리사자격은 1999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전문인
력 양성교육도 미흡한 상황
* 현재 많은 주류 교육기관이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단기과정

- 세계 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조기술자를 체계적으
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책방안4: 산업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우리술 산업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 필요
*농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 일변도 정책 추진

- 주류산업 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를 지정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며 부처간 협력
체계를 도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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