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 뒤 오후 5시 30분 세월호 전체를 뭍으로 이송 완료했다.
같은 달 10일 오전부터 반잠수식 선박에 있던 받침대 3줄을
부두로 가져와 세월호를 들어 올린 MT행렬 사이에 집어넣는
작업을 진행했다. 11일 오전 10시 20분 MT의 유압을 낮춰 세월
호가 고정된 리프팅빔을 받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같은 날 오
후 MT 600축을 세월호 밑에서 모두 빼냄으로써 인양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중
 국의

‘사드 보복’으로 크루즈산업 ‘직격탄’

매년 급성장하던 국내 크루즈 산업은 2017년 중국의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기 크루즈가 국내에 처음 기항한 2005년 크루즈 관광객
은 3만 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가파르게 늘어 2010년 17만 명,
2013년 80만 명을 돌파했고, 2014년 106만 명으로 ‘100만 명 고
지’를 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기승을 부린 2015년
88만 명으로 살짝 꺾이긴 했지만, 2016년 195만 명으로 급증하
며 다시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7년 들어 2월까지는 월별 관광객 수에서 2016년 같은 때
보다 80% 이상 성장해 연 ‘200만 시대’를 무난히 열 것으로 예
상됐다. 그러나 2017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되면서
장밋빛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제조업
■ 개


요

2017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기대 이
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며 모처럼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제조업 가동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부진의 그림자도 여전히 짙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2014년 3.3%를 기록
한 뒤 2015년 2.6%, 2016년 2.8%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3%대를
회복한 것이다.
연간 전체 산업생산은 2016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그중
서비스업 생산이 2.5% 늘며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2016년의 1.0%보다 0.4%포인트 낮은 0.6%에
그쳤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광공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한 탓에
2016년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71.9%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958억 달러로 2016년 892억 달러보다
7.4% 증가했다. 수출액은 2016년보다 15.8% 증가한 5천739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액은 17.7% 늘어난 4천781억 달러로 집
계됐다. 2017년의 수출액은 무역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래 61
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7%로 2016년
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또 연간 취업자 수는 2천655만2천
명으로 2016년보다 31만7천 명 증가했다.
■ 실
 물경기

▲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한 뒤 첫 국제여객선이
입항한 3월 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내 한
상점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월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10만4천명으로 2016년 같
은 달 6만 명보다 74% 증가하고, 2월 10만1천명으로 2016년보
다 71% 늘어났다. 그러나 3월 15일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여
행 판매를 제한하자 중국발 크루즈선들이 한국 입항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관광객 그래프는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3월 관광객은 5만4천명으로 2016년 같은 달 9만7천명과 비
교하면 반토막(-45%) 났고, 4월 2만5천명(-80%), 5월 1만9천
명(-91%), 6월 1만1천명(-95%)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6년
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사드 보복으로 이렇게까지 국내 크루즈 산업이 망가진 것은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2016년 전체 크루즈
관광객 195만 명 가운데 중국인이 무려 91%를 차지한다.
2017년 10월 한국과 중국 양국은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하며 사드 갈등이 해빙 무드에 접어들
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도 다시 기대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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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보다 3.1% 성장하
며 2014년의 연 3.3% 이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5년에는 2.6%, 2016년에는 2.8%였다. 세계 경기 개선에 힘입
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기대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다만 4분기에는 10월 초의 긴
추석 연휴로 인해 9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설비투자도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2.6% 증가해 2011년의 2.9% 이후 6년 만에 최고
치를 기록했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한파로 도시가스
와 의류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이 한몫했다. 하지만 정
부소비는 3.7%, 건설투자는 7.5% 증가하며 각각 2년 만에 가
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14.6%나 뛰며 2010년의
22.0% 이래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2.0%, 수입은 7.2% 늘었다. 특히 서비스 수출은 9.2%
감소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따른 충격을 보여줬다.
2017년 실질 국내총소득(GNI) 증가율은 3.4%로 5년 만에 가
장 낮았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집계됐다.

■ 수
 출입

2017년 수출액은 2016년보다 15.8% 증가한 5천739억 달러로
무역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입액은 2016년보다 17.7% 증가한 4천781억 달러,
무역수지는 958억 달러였다.
특히 13대 수출 주력품목(16.3%), 고부가가치 품목(43.8%), 유
망 소비재(13.1%, 농수산식품·생활유아용품·화장품·의약품
등), 8대 신산업(27.5%,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에너지신산업·항공우주·첨단신소재·전기
차·로봇)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
계 등 9개 주력품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57.4%), 일
반기계(10.2%), 석유화학(23.5%), 석유제품(31.7%), 선박(23.6%),
철강(20.0%) 등 6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정보기술) 기기의 고(高)사양화, 유
가와 제품단가의 상승, 주요국 건설 경기 호조 등이 이들 품목
의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가전, 차(車)부
품, 섬유 등 4개 품목은 해외생산의 확대, 최종재 판매 부진, 글
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또 MCP(복합구조칩 집적회로)와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
이브),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고부가가치 품목도 기업용
메모리, 완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모두 2016년보다 30% 이상
수출이 늘면서 동시에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 중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
합), 중남미, CIS(독립국가연합), 베트남, 인도 등 8개 지역은 수
출이 두 자릿수 늘었다.
2017년 수입은 국내 생산과 수출 활성화 등에 따라 2016년
보다 17.7% 늘어난 4천781억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단계별로 나눴을 때 자본재(33.2%)와 1차 산품(32.9%), 중
간재(11.9%)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재는 경
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의 수요가 확대되지 않아 디
젤 승용차가 16.2% 줄고 의약품이 21.0%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0.2% 줄었다.
■ 주
 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5대 기계산업 중 일반기계 생산은 2016년보다 6.5%
증가한 105조원, 수출은 481억 달러(14.6%↑), 수입은 419억 달
러(29.1%↑), 무역수지 흑자는 6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철강
국내 철강산업은 2017년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신흥국 수요가 살아나면서 재도약에 시동을 걸
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가 심해진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포스코, 동국제강 등은 오랜 구조조정에 공식적으로 마침표
를 찍고 사업 확장에 나섰다.
포스코는 2017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조6천218억원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액도 60조6천551억원으로 3
년 만에 60조원대로 복귀했다. 2016년 대비 매출액은 14.3%,
영업이익은 62.5% 늘었다. 순이익은 2조9천735억원으로 2016
년보다 183.7% 급증했다. 포스코의 60조원대 매출액은 2011년
처음 기록한 이후 4년간 지속됐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
했던 2015년에는 50조원대로 떨어졌다.
해외 철강부문이 장사를 잘해 영업이익이 4천763억원으로
2016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인 PT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2014년 가동 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
다. 멕시코 자동차강판 생산공장 포스코 멕시코와 인도 냉연
생산법인 포스코 마하라쉬트라는 가동 후 최대 영업이익을 달
성했다.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6년
대비 7.5%포인트 낮아진 66.5%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유
지했다.
포스코는 2018년에는 제철소 설비 투자 외에 리튬, 양극재
등 신성장 사업과 에너지, 건설 등에 신규 투자를 크게 늘릴 방
침이다. 지난 4년간 150건의 구조조정으로 7조원 규모의 누적
재무개선 효과를 거두는 등 사업구조가 단단해지고 재무 역량
이 강화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신사업분야에서는 리튬 관련

산업별 동향

• 일반기계산업
2017년 기계산업(선박 제외)은 저유가에 따른 중
동 지역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등 주
요국의 수요 증가와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설비투자
증가 영향으로 수출이 늘었다. 수출 회복세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증가 영
향으로 생산도 동반 상승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17년 5대 기계
산업(선박 제외) 생산은 486조원으로 2016년 대비
2.7% 증가했다. 5대 기계산업은 금속제품, 일반기
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다. 수출은 1천850
억 달러로 2016년과 비교해 8.5% 늘었고 수입은 1천
134억 달러로 21.8% 증가해 716억 달러의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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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동국제강은 2017년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을 냈다. 본사 건물인 페럼타워를 매각하고 알짜 계열사를 내
다 팔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국제강은 2017년 한 해 동안
연결기준으로 총 3천537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2016∼
2017년 2년간 1조원 가까이 차입금을 줄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평가는 2017년 12월 동국제강 기업신
용등급을 기존 ‘BB+’에서 ‘BBB-’로 한 단계 올렸다. 등급 전망
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제철은 모기업 현대·기아차가 고전하면서 덩달아 어
려움을 겪으며 2017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3천676억원으
로 2016년보다 5.4%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에 대
해 “미국·중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 감소에 따른 실적 저하 등
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지속적으
로 차입금을 상환해 부채비율을 89.9%에서 2017년 85.8%로
줄였다.
2018년에는 현대차그룹의 경영 상황이 조금씩 살아날 것으
로 보이는 만큼 글로벌 자동차용 강판을 60만t 공급하고 2020
년까지 12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갈수록 높아진 수입
규제는 국내 철강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미국은 반덤핑
등 일반 수입 규제는 물론 AFA(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PMS(특
별시장상황),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 등 각종 고강도 수입 규
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산 철강을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
왔다. 중국과 ‘철강 무역전쟁’을 벌여 값싼 중국산을 몰아냈더
니 빈자리를 한국산이 채우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에 대해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초과 생산된 중국산 철강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재수
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꾸준히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미국은 2017년 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총 40건의 수입 규제를 진행(또는 조사)하
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으로 무려
28건에 달한다.
• 자동차
2017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역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사드
로 인한 한중 간 갈등으로 중국 수출이 반 토막 나고, 미국 등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뒤늦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대응 등
탓에 한국차 판매는 뒷걸음질했다.
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완성차 5개
업체의 생산 실적은 411만 대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했다. 2016년 5위에서 6위로 밀려난 국가별 생산 순위도 회복
하지 못했다. 2017년 자동차 수출량은 253만 대로 5년 연속 감
소해 2012년의 317만 대보다 64만 대나 줄었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
차 업체의 2017년 판매량은 총 819만6천53대로 2016년 880만
5천779대보다 6.9% 감소했다. 내수는 2.4% 줄어든 155만80대,
수출은 7.9% 적은 664만5천973대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450만4천825대)가 6.5%, 기아차(274만6
천188대)와 쌍용차(14만3천685대)는 7.8% 줄었다. 한국지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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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천547대) 역시 12.2% 감소했다. 반면 르노삼성(27만6천808
대)은 7.6% 증가하며 홀로 성장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쌍용차만 선전했고 나머지 3사
는 모두 부진했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코나, G70 등 신차
들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16년 대비 4.6% 증가한 68만8천
939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쌍용차는 3.0% 많은 10만6천77
대를 팔았다. 주력 모델인 G4 렉스턴과 티볼리 브랜드가 성장
세를 견인해 14년 만에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기아차(52만1천550대)는 니로, 스토닉, 쏘렌토 등 주요 레저
용차(RV)의 판매가 양호했지만 승용차종 판매 부진으로 2.5%
의 감소율을 보였다. 르노삼성은 9.5% 줄어든 10만537대, 한국
지엠은 26.6%나 적은 13만2천377대를 각각 판매했다. 두 업체
는 신차 부재와 주력 모델의 판매 부진으로 고전했다.
국산차의 ‘수출 부진’은 내수 시장보다 더 심각했다. 현대
차(381만5천886대)와 기아차(222만4천638대)는 사드의 영향
을 받은 중국을 비롯해 주요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2016년 대비 수출 물량이 각각 8.2%, 9.0% 줄었다.
한국지엠(39만2천170대)과 쌍용차(3만7천8대)도 각각 5.9%,
29.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르노삼성만 유일하게 20.5% 많은
17만6천271대를 수출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내
수와 수출 모두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은 한국GM은 2017년까
지 4년간 누적 적자가 3조원에 이르자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
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내수 시장에서도 고전한 국내 완성차업체들과 달리 수입차
의 한국 시장 점유율(대수 기준)은 2014년 15.8%에서 2017년
16.7%로 높아졌다. 매출 기준 점유율도 2014년 31.4%에서 2016
년 32.1%로 상승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신
형 E클래스를 앞세운 벤츠는 2017년 한 해 한국 시장에서 무려
6만8천861대를 팔아 2위 BMW(5만9천624대)를 따돌리고 수입
브랜드 중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수입 브랜드의 연간 판매량이
6만 대를 넘은 것은 2017년 벤츠가 처음이었다.
•조선
2017년 국내 조선업계는 사상 최악의 ‘수주 절벽’을 맞았던
2016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일감 부족으로 조선소 일부
가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힘
든 한 해를 보냈다.
국제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2017년
연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천322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
수)로 2016년(1천302만CGT) 대비 78.3% 증가했다. 1년 사이 선
박 시장이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2016년 연간 발주량이 클락
슨이 추이를 집계한 1996년 이후 최저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 한국 조선업은 총 645만CGT(176척)를 수주해 2011
년부터 7년 연속으로 중국에 정상을 내줬다. 중국은 919만
CGT(426척)로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기록했고, 일본은 199만CGT(98척)로 3위에 머물렀다.
다만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일감을 따낸 덕에 수
주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과 동등한 기록을 세웠다. 국가별 수
주 금액은 중국이 155억 달러, 한국이 153억 달러로 비슷했고
일본은 32억 달러로 저조했다.

클락슨이 집계한 2017년 12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남
은 일감)은 7천748만CGT로 11월 7천618만CGT보다 늘었다. 국
가별 수주 잔량 순위에서는 중국 2천871만CGT로 1위를 차지했
으며 한국 1천625만CGT, 일본 1천572만CGT로 뒤를 이었다. 한
국은 불과 3~4년 전만 해도 4~5년 치 일감을 쌓아놓았으나
이제는 불과 1년 치 일감밖에 남아있지 않게 됐다.
선박 발주 흐름이 개선되면서 현대중공업(100억 달러)과 삼
성중공업(69억 달러)은 2017년 수주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대우조선해양(30억 달러)은 회계법인이 제시한 수주 목표인
20억 달러는 넘겼으나 내부 목표(45억 달러)에는 미달했다.
조업 가능한 일감을 확보하는 시점이 수주 후 1∼2년은 지
나야 하는 특성상 2017년 조선사들은 일감 부족으로 ‘보릿고
개’를 겪었다. 현대중공업은 유휴인력 순환휴직과 함께 도크 11
개 중 3개의 가동을 중단했고, 2개 도크 가동을 멈춘 삼성중공
업도 순환휴직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도 순환휴직을 시행
중이다.
• 석유화학
경기에 민감한 정유·화학은 유가 상승과 제조업 경기 회복
등으로 2017년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엄청난 이익을 남긴 유화
업계는 2017년 비정유부문을 강화하며 사업 다각화에 나섰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종합화학은 다우케미컬측으로부터 지난
9월 에틸렌 아크릴산(EAA) 사업 인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텍사스 다우공장 단지에서 SK종합화학의 미국내 법인인
SKGC 아메리카의 김종현 대표.

국내 유화업계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은
2017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2천34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
다. 2016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3조원을 넘긴
것이다.
국내 정유·화학업계를 통틀어 연간 영업이익 3조원 이상
을 기록한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부문별로는 비정
유부문의 영업이익이 2조705억원으로 집계돼 역시 사상 처음
으로 2조원대를 돌파했다. SK이노베이션은 “비정유부문 지속
투자를 통해 업황 변동에 의존도가 높은 사업 특성을 뛰어넘
어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차세대 먹을거리로 화학사업
과 배터리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했다. 배터리사업 부문에

서는 현재 서산 배터리 2공장 4개 생산설비를 비롯해 헝가리
생산공장 신설,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 2개 생산설비 증설 등
을 잇달아 추진했다. 화학사업에서는 2017년 에틸렌 아크릴산
(EAA) 사업,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사업을 인수한 데 이어
추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고부가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
침이다.
GS칼텍스도 2017년 매출액 30조3천184억원, 영업이익 2조
16억원, 당기순이익 1조4천38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당기순이
익은 2016년 대비 1.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처럼 현금이 두둑하게 쌓이자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에 나
서고 있다. GS칼텍스는 전남 여수 제2공장 인근 43만㎡ 부지
에 약 2조원대 금액을 투자해 석유화학분야인 올레핀 생산시
설(MFC)을 짓기로 했다. BTX(방향족·벤젠 톨루엔 자일렌) 계
열 위주였던 석유화학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키로 한 것으로
GS칼텍스가 건설하는 첫 올레핀 생산 공장이다. 2018년 설계
작업을 시작해 2019년 착공하고 2022년 상업 가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GS칼텍스는 MFC 시설이 기존 설비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 공장에서 연간 에틸렌 70만t, 폴리
에틸렌 50만t을 생산할 계획으로, 신규 석유화학 제품군 생산과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추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GS칼텍스 매출에서 정유
외에 석유화학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초반 수준이다.
에쓰오일도 201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잔사유 고도화 콤
플렉스’(RUC, 원유에서 가스·휘발유 등을 추출하고 남은 값싼
기름을 휘발유로 전환하는 시설)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콤플렉
스’(ODC·고도화 설비를 통해 건축·생활소재의 원료로 쓰이
는 올레핀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건설에 5조원을 투자했다. 이
는 국내에서 시행된 단일 플랜트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합작으로 1조2000억원을 투
자해 2016년 하반기 현대케미칼 MX생산공장을 준공했다. 현대
케미칼은 2017년 3분기까지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
두었다. 현대오일뱅크와 OCI가 2천600억원을 투자한 현대OCI
의 카본블랙 생산공장은 2018년 상반기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
화학분야에 주력하는 롯데케미칼도 2017년 좋은 실적을 올
렸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016년보다 15.1% 증가한 2조9천
2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2조5천443억원의 영업이
익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롯데케미칼은 “원화강세
및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소폭 하락했으
나, 견조한 수급상황으로 호실적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도 2017년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모두 사
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연결 기준 2017년 영업이익이 7천901
억원으로 2016년 대비 1.40% 늘었다. 매출액은 9조3천418억원
으로 0.90%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8천616억원으로 11.76% 증
가했다. 세전이익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1조
930억원을 기록했다.
• 반도체
2016년 하반기 시작된 전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슈
퍼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가면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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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업계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매출액 239조5천800억원, 영업이익 53조6천
500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실적을 거뒀는데 특히 반도
체의 역할이 컸다. 전체 영업이익의 65.6%가량인 35조2천억원
을 반도체 한 품목으로 벌어들였다.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47.4%에 달해 100원어치를 팔
아서 50원 가까운 금액을 이익으로 남기는 장사를 했다. 디스
플레이까지 합친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전체로 보면 회사
영업이익의 75.7%인 40조6천억원을 부품 쪽에서 벌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건
립, 빅데이터 이용 확산, 모바일 기기의 보급 등으로 메모리 반
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성큼 올라
탄 것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산맥인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슈퍼 호황의 혜택
을 톡톡히 누렸다.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은 반도체 업계의 지형에도 지각 변
동을 가져왔다. 삼성전자가 24년간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황
제’로 군림해 온 미국 인텔을 밀어내고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업계 1위 자리에 오른 것이다. 반도체업계는 2017년 인텔의 매
출이 69조1천억원(628억 달러, 환율 1,100원 기준)으로 삼성전
자 반도체 매출 74조3천억원보다 5조원가량 적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사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35조2천억원,
인텔이 19조7천억원(179억 달러)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에도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강
세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삼성전자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에 이어 글로벌 D램 시장 2위인 SK하이닉스도 같
이 날아올랐다. 매출액 3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SK하이닉스의 2017년 매출액은 30조1천94억원, 영업이익
은 13조7천213억원으로 기록됐다. 매출은 2016년보다 75%,
영업이익은 319%나 급증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49%에 달
해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의 영업이익률을 앞질렀다.
SK하이닉스 역시 데이터센터 성장에 따라 서버용 제품을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반면 미세공정 전환의 어려
움 등으로 공급 증가가 제한되면서 유례없는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이 같은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반도체
매출 100조원이란 금자탑을 합작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설비투자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17년 시설투자에 43조4천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반도체 사업에 27조3천억원을 투입했다. V(수직)낸드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한 평택 반도체 라인 증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10나노(nm, 나노미터) 공정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가
집중됐다.
SK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3천억원을 설비투
자에 집행했다. 2018년에는 충북 청주 M15 공장 신규 건설, 중
국 우시(無錫) 공장 확장을 위한 건설·인프라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어서 2017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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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반도체대전
에서 관람객들이 제품을 구경하고 있다.

• 정보통신·디스플레이산업
삼성전자는 2017년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
일)부문에서 매출액 106조7천억원, 영업이익 11조6천억원의 실
적을 거뒀다.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발화 사고로 조기 단종되
는 사태를 겪었던 2016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6%, 영업이익은
7% 확대된 성적표다. 또 이는 2014년 14조5천600억원의 영업
이익을 벌어들인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반면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3년째 적자가 계속됐다.
2017년 한 해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에서 매출액은
11조6천660억원을 거뒀지만 7천17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2015년의 480억원 적자, 2016년의 1조2천180억원에 이어 3년
째 손실이다. 전년보다 적자 폭을 줄였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
이었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 속에서도 전통 가전 영역인 TV
와 생활가전 쪽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LG전자는
2017년 ‘사상 최대 매출,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이라는 성적표
를 써냈다.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61조3천963억원을 기록
하며 처음으로 ‘매출 60조원’ 고지를 밟았고, 영업이익은 2조4
천68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2009년 2조6천807억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이 벌어들였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6년
보다 10.9%와 84.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2016년의 2.4%에
서 4.0%로 높아졌다.
LG전자의 호실적은 프리미엄 가전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업계는 풀이했다. 트윈워시 세탁기, 노크온 매
직스페이스 냉장고, 건조기, 스타일러 같은 신(新)성장제품을
내세운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는 2017년
매출액 19조2천261억원, 영업이익 1조4천890억원, 영업이익률
7.7%로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HE(홈엔터테인먼트)사업본부는 최상위 프리미엄 라인업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그 아래 프리미엄인 나노셀 TV
를 ‘투 톱’ 삼아 ‘듀얼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면서 역시 영업이익
(1조5천667억원)과 영업이익률(8.4%)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
신했다. 그 결과 TV와 생활가전을 합친 가전사업부문의 영업이
익이 3조557억원에 달하며 처음으로 3조원을 넘겼다. 2016년 2
조5천500억원과 비교하면 5천억원 이상을 더 벌어들였다.
LG전자가 미래 먹을거리로 육성 중인 VC(자동차부품)사업
본부는 여전히 적자(연간 632억원)를 기록했지만 매출액이 꾸

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조성진 LG전
자 대표이사(부회장)로서는 임기 첫해인 2017년 굴지의 실적을
일궈내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수익성 기반의 성장’, ‘품질
최우선’ 등을 강조하는 조 부회장의 경영 노선이 한층 더 강화
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사업 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플렉
시블 OLED 탑재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일면서 경기가 호조
를 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액 34조5천억원, 영업이익 5조4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28%, 145% 성장하는 성과를 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 등에만 탑재되던 플렉시블 OLED
패널이 2017년 말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X(10)’’에도 장착되
면서 공급처가 크게 확대된 영향이 컸다.
애플에 납품이 이뤄진 2017년 4분기에는 매출액 11조1천800
억원, 영업이익 1조4천100억원을 벌어들였다. 삼성디스플레이
는 전 세계 스마트폰용 플렉시블 OLED시장을 사실상 독점하
고 있다.
LG디스플레이도 2017년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선
전했다. 매출액 27조7천902억원, 영업이익 2조4천616억원으로
2016년보다 4.9%, 87.7%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연간 영
업이익 2조원 돌파는 창사 이래 처음이다. 패널 판매가격의 하
락세가 지속되고 4분기 들어 원화 강세를 보이는 악조건 속에
서도 2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5년 연속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라는 성과를 낸 것이다.
다만 중국 BOE가 2018년부터 10.5세대 LCD 패널 생산라인
을 양산 체제로 전환해 65인치, 75인치 등 대형 LCD 패널의 공
급을 본격화하는 등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이처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선전에 힘입어 2017년 정
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천976억 달러를 기록
했다. 2016년보다 21.6%나 증가한 것이며, 2010년 이후 7년 만
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60.2% 증가한 996억8천만 달러를
수출했다. 단일 품목으로 연간 수출액이 900억 달러를 넘긴
것도 반도체가 처음이다. 디스플레이는 7.8% 증가한 302억9천
만 달러를 수출했고, 컴퓨터와 주변기기도 10.0% 늘어난 96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휴대전화 190억4천만 달러는 베
트남 공장 등의 부분품 현지조달 확대 등으로 수출액이 28.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22.2% 증가해 역대 최고인 1
천43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베트남 수출도 60.2% 늘어난
257억8천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 수출도 3.7% 증가해 181억6천
만 달러로 나타났다.
2017년 ICT 수입은 1천20억6천만 달러로 2016년의 898억1천
만 달러보다 13.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3.1% 증
가한 414억2천만 달러, 디스플레이가 26.5% 늘어난 61억3천만
달러, 휴대전화가 10.9% 증가한 121억6천만 달러, 컴퓨터 및 주
변기기가 19.4% 늘어난 118억8천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전체 ICT 수출입 수지는 955억6천만 달러 흑자
로 집계됐다. 2017년 전체 산업의 흑자가 957억7천만 달러였
던 것에 비춰보면 사실상 ICT가 수출 흑자를 대부분 책임졌
다는 얘기다.

•식품
2017년에는 가정간편식(HMR) 소비층이 1인 가구를 넘어 주
부 등 일반 가정으로 확대하면서 점차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분유와 조제유류 등의 유가공품 시
장은 줄어들었다. 편의점의 고급화와 대규모화가 급속도로 진
행되는 한편 ‘착한 식품기업’의 제품만 골라 사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 역시 식품업계의 큰 특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식품산업 생산
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약 73조3
천억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4.1% 성장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다.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 40조5천549억원
(55.3%)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 대비 2016년 즉석조리·섭취식품 생산은 1조391억원
에서 1조1천440억원으로, 도시락은 7천650억원에서 9천726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유가공품(분유·조제유류)은 3천358억 원
에서 2016년 2천653억 원으로 줄었다.
2017년 주요 식품소비 트렌드는 ▲간편식 진화 ▲편의점 대
규모화·고급화 ▲윤리적 소비 확대 ▲소비자 니즈 반영제품
출시 등이다.
간편화 선호 현상과 1인 가구의 영향으로 성장하던 간편식
시장에 주부들이 뛰어들었다. 상온, 냉장, 냉동 가공기술의 발
달로 단순히 편리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간편식 제품이
고급화·다양화하면서 생긴 변화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자들이 늘면서 편의점들도 고급 도시락 및 각종 신선식품을
내놓았다.
원두커피가 대중화하면서 GS25의 ‘카페 25’, 세븐일레븐 ‘7
카페’, CU의 ‘카페 겟’ 등 편의점 카페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
았다. 반면 커피믹스는 오랫동안 대형마트에서 대표적인 인기
상품이었으나 원두커피 문화가 확산하면서 찾는 소비자가 급
격히 감소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도 잇따라 출시됐다. 팔도
비빔면의 ‘만능 비빔장’, 롯데의 ‘거꾸로 수박바’ 등 기존 제품
을 응용한 신제품이나 ‘반개라면’, ‘고등어 반 토막’ 등 소포장
제품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과업계에서도 장수 제품들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연관된
변형 제품이나 콜라보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됐다. 농심은 문
구업체 모닝글로리, 패션브랜드 에잇세컨즈 등과 협업해 ‘새우
깡’ 콜라보 제품을 선보였고, 빙그레는 ‘메로나’로 휠라, 세븐일
레븐 등과 함께 참신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 밖에 2017년 식품업계에서는 잇달아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착한 기업’이 유독 주목을 받았다.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등에서 ‘갓뚜기’라는 별칭까지 붙은 오뚜기가
대표적이다. 오뚜기는 일자리 창출 노력과 사회공헌 활동 외에
식품 가격 동결로 소비자들의 칭찬을 받았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
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BQ 윤홍근 회
장도 가맹점주에 ‘갑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식품업계는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때문에 중국 수출에 난항을 겪었다. 중국 내 반한(反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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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중에서도 간편한 컵라면(용기면) 매출은 늘었지만 봉
지라면 매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내 시장에서 용기면 매출
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며 매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
는 “라면 시장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일본은 이미 용기면 시장이 봉지라면 시장보다 2배 이상 크
다.”고 말했다.
농심은 2017년 매출액 기준 56.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오
뚜기는 23.0%, 삼양식품은 11.1%, 팔도는 9.6%를 기록했다.

▲ ‘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
현 MP그룹 회장이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분위기가 고조돼 한국산 음료와 과자 등의 중국 내 수요가 급
감했으나, 다행히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1조 클럽’ 식품기업은 2017년 한국인삼
공사와 SPC삼립 2곳이 추가돼 총 21곳으로 늘어났다. 국내 식
품제조 업체 중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CJ제일제당으로 4조8
천622억원이었다. 1975년 처음 시판된 국내 최장수 초콜릿인
‘가나’ 초콜릿은 누적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라면
2017년 라면이 글로벌 식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수출은 큰 폭
으로 늘었지만, 국내 매출은 내리막길이어서 희비가 교차했다.
라면 수출량은 11만120t, 수출액이 3억8천103만7천 달러로
2016년 대비 38.3%, 31.2% 증가했다. 라면 1봉지 중량이 평균
125ｇ이라고 가정하면, 2017년 한 해에 무려 8억8천만 봉지가
해외로 수출된 셈이다.
사드 보복 여파로 전체적인 식품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라면의 대(對)중국 수출량은 2016년보다 62.7%나 증
가했다. 볶음면 등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미국과 태국·말레이
시아 등 동남아로의 수출도 급증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했다.
농심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신라면을 내세워 해외시장
을 공략했다. 삼양식품의 수출액은 2014년 224억원에서 2017
년 2천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연평균 118.3%
증가했다.
해외에서 승승장구했지만, 국내에서는 라면의 입지가 좁아
지는 가운데 업계 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라면업계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7년 농심, 오뚜기, 삼
양식품, 팔도 등 4개 업체의 매출 합계는 1조9천990억원으
로 2016년보다 2.5% 감소했다. 내리막길을 걷던 라면 매출은
2016년 중화풍 라면의 인기 등에 힘입어 2조원대를 회복했지
만 2017년 다시 떨어졌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정간편식 시장 성
장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강력한 히트상
품이 없었던 것도 부진의 이유로 분석됐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업체들은 볶음너구리, 함흥비빔면, 까르
보불닭볶음면, 초계비빔면 등 신제품을 연이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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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2017년 주류시장에서는 수입맥주 돌풍이 거셌다. 대형마트
등 주요 매장에서 수입맥주 점유율은 절반에 육박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주류 수입액은 9억2천160만
달러(약 9천900억원)였다. 이 중 맥주(관세청 기준)는 2억6천
309만 달러(약 2천811억원)로 수출액 1억1천245만 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7월부터 맥주가 와인, 양주를 제치고 주류 수입 첫 1
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입맥주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에 대해 상
품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마트
기준으로 2015년 250여 종이던 취급 수입맥주 종류는 2017년
500여 종으로 두 배나 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맥주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마트 기준 수입맥주 매출 1
위는 전통의 강자인 일본 아사히였으나 2위는 체리, 레몬, 유
자 등 다양한 과일 맛이 첨가된 호가든이 차지했다. 호주 브
랜드 쿠퍼스는 2017년 매출이 2016년보다 6배 가까이 급증했
고, 스코틀랜드산 맥주 테넌츠도 처음 누계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저도주가 여전히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새로 출시된 국내
산 주류들에 대한 선호도 눈에 띄었다. 하이트진로가 부산·
경남권에 2015년 9월 출시한 ‘참이슬16.9’는 젊은 층의 지지
로 2017년 2억 병 판매를 돌파했다. 롯데주류가 출시한 ‘피츠
수퍼클리어’, 신세계그룹이 전개한 제주소주 ‘푸른밤’은 각각
출시 8개월, 4개월 만에 누적 판매 1억 병과 300만 병을 넘어
섰다.
한류 덕분에 수출 또한 승승장구했다. 롯데주류의 ‘순하리’
는 수출 2년 만에 실적이 4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 490만 달
러에 불과했던 하이트진로의 동남아시아 소주 판매액은 2017
년 880만 달러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밖에 2017년부터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 전통주 인기도
높아졌다. 무형문화재나 명인이 만든 전통소주가 잇따라 출시
되고 대규모 주류업체들이 증류식 소주를 선보이면서 전통주
중에서도 증류주 판매량이 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류 출고량은 감소 추세를 보
였다. 12월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
년 출고량은 399만5천㎘로 2015년(407만4천㎘)보다 소폭(1.9%)
감소했다. 이 중 맥주 출고량은 220만9천㎘에서 0.4% 줄어든
220만㎘를 기록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출고량이 줄었다.
희석식 소주(2.4%), 탁주(3.9%), 위스키(4.2%) 등도 출고량이
줄었다. 탁주와 위스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희석식
소주는 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M&A)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화장품업계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올리브영, GS왓슨스, 롭
스 등 헬스앤뷰티 스토어는 꾸준히 성장하며 시장에서 점유율
을 넓혀 갔다. H&B스토어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2.5% 성
장해 시장 규모 2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표 H&B스토어
브랜드인 올리브영은 매출액이 2012년 3천85억원에서 2017년
1조1천270억원까지 뛰었다. 매장 수도 2012년 270개에서 2017
년 상반기 850개로 3배가 넘게 늘었다.
10월에는 서울에서 제24차 세계화장품학회 콘퍼런스(IFSCC
2017 Seoul)가 열렸다. 세계 각국의 관계자 1천 명 이상이 참석
해 한국 화장품과 기술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시켜줬다.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ㆍ홈술 풍조 확산으로 수입맥주
판매량이 2016년 대비 증가했다. 2017년 이마트에 따르면 수입맥주
판매량은 2016년 동기 대비 신장률 33.1%, 취급 품목 중 매출 2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12월 26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수입맥주 코너를
둘러보는 시민.

건설 · 교통
건설

• 화장품
2017년은 이전까지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며 승승장구했
던 국내 화장품업계가 쓴맛을 본 한 해였다. 몇 년간 중국에서
의 인기를 바탕으로 ‘대박’을 터뜨렸던 국내 화장품업계는 중
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7년 영업이익 7천315억원을 기록하
며 2016년 대비 32.4% 감소했다. 매출액도 10% 줄어든 6조291
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2017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6년보다 5.6% 증가한 9천303
억원, 매출액은 2.9% 늘어난 6조2천7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
다. 이로써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앞서며
화장품업계 1위를 했다.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 잇츠스킨을 운영하
는 잇츠한불 등 중소기업 브랜드들도 사드의 영향으로 고전했
다. 코스맥스의 영업이익은 2016년보다 33.2% 감소한 351억원
에 머물렀으나 한국콜마는 818억원으로 2016년 대비 33.6% 증
가하는 등 화장품 제조업체는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이 동남아와 미
국, 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또 그동안 엄청났던 성장세가 둔화됐을 뿐이지 2017
년 한국 화장품의 중국 판매는 여전히 두 자릿수인 23.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7년 11월 세 번째 ‘용산 시대’를 시작
한다고 밝혔다. 1956년 본사가 처음 설립됐고 1976년 10층 규
모의 신관을 건축한 용산에 달항아리 백자를 본뜬 새로운 본
사를 건립해 전사가 이전했다.
미샤 등을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의 서영필 회장은 4월 투
자회사 비너스원에 1천882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양도했다.
수장이 바뀐 에이블씨엔씨는 2019년까지 총 2천289억원을 투
자해 미샤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스킨케어브랜드 ‘AHC’로 유명한 국내 화장품 업체 ‘카버코
리아’는 9월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에 22억7천만
유로(약 3조576억원)에 인수됐다. 국내 화장품업체 인수합병

■ 건
 설경기

동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됐던 건설경기는
2009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공공 수주 감
소와 주택경기 침체로 2012년까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2014~2016년엔 민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6·19대책, 8·2대책, 시
중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1분기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던
건설투자는 2010년 2분기 감소세로 전환해 2012년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떨어졌다. 2013년 1분기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2014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상승
했다. 2014년 4분기에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으나 2015년 1분기
부터 주택경기 호조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7년까지 12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 수주는
2012~2013년 등락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3년
말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2014년 말 일시적으로 하락
했다. 2015년 1분기부터는 민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회
복세를 보이면서 2015~2016년 역대 수주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감소
세로 전환됐다.
■ 건
 설업체수

현황

2017년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이 1만2천19개사, 전문건
설업이 4만9천109개사(가스2·3종 및 난방 업종은 제외)로 총
6만1천128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5만8천955개사보다
약 3.7% 증가한 수치다.
자진 반납이나 등록 말소로 퇴출된 건설사는 2011년 3천570
개사, 2012년 3천611개사, 2013년 4천46개사, 2014년 3천220개
사, 2015년 2천668개사, 2016년 2천961개사, 2017년 2천303개
사로 나타났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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