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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업계와 머리를 맞대다!
-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 개최 -

□ 디지털 전환, 소비경향(트렌드)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
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센트로폴리스
컨퍼런스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책토론회 개요 >
▪ 일시 : ’22. 9. 27(화), 14:00 ~ 16:30
▪ 장소 :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서울시 종로구)
▪ 주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 참석 :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학계‧연구계‧업계 등 50명 내외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토론자(패널)토론(좌장 1, 학계 2, 연구계 2, 업계 2)
- (주제발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정책적 과제,
소상공인 유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토론자(패널)토론) 이정희 중앙대 교수(좌장), 최규완 경희대 교수, 한상린 한양대 교수,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진 소상공인연합회 팀장,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소비의 일상화, 지능형(스마트) 기술의 발전 및 소비
경향(트렌드) 변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과 유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규완 경희대 교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적
과제’를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도가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방안으로 ‘제조 및 생산 효율화’,
‘운영 효율화’, ‘마케팅‧영업 효율화’, ‘디지털전환 기반(인프라) 구축’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상린 한양대 교수는 ‘소상공인 유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온라인‧이동통신
(모바일) 유통의 급성장 등으로 전통적인 현실공간(오프라인) 유통은 정체되고
있다며,
소비경향(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마케팅 개념 도입과
차별화된 고객경험(Customer Experince)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패널)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중소벤처
기업연구원 남윤형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보 축척‧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제(플랫폼) 기업의 정보 독점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 관리 및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인 전산망 통합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진흥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토론회 개요

□ 개요

◦ 목적 디지털 전환 소비트렌트 변화 등 경영환경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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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 참석자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진공 부이사장 중기연 부원장
학계‧연구계‧업계 등 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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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 개회식
14:00 ~ 14:10 (10‘)

14:10 ~ 14:15 (5‘)

- 개회사(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 환영사(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 축 사(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기념 촬영
▪ (주제발표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정책적 과제

14:15 ~ 14:45 (30‘)

- 최규완 경희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2) 소상공인 유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한상린 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자(패널)토론 : 좌장(1), 학계(2)‧연구계(2)‧업계(2)
-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좌장)

14:45 ~ 16:30 (105‘)

- 최규완 경희대 교수, 한상린 한양대 교수, 남윤형 중기연 수석

연구위원, 조영삼 산업연 선임연구위원, 김효진 소상공인연합회 팀장,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