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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
에 각국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 역
시 한국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데, 신남방 국가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에 소재하고, 한국이 이들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
에서 관련 분야에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남방 국가에 진
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현지에
등록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신남방 국가
의 정부들은 이들을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여러 협력
기회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부품
과 원료를 조달받아 비용을 절감하거나 현지 판매 루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
요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매우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과 현지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를 선정하
고, 이들의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분
석 결과 이들 4개국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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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자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4개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진출 한
국계 기업의 산업별 및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많
은 한국계 기업이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에는 그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에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해 태국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
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저임금 기반의 산업들이 오래전에 진출하여 영업한 결
과이며, 태국은 이미 1인당 소득과 임금이 아세안 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
러 고소득 수준에 적합한 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에 자동차
와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한 것은 델리 인근 삼성전자 공장
과 첸나이 주변 현대자동차 공장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계 글로벌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외국계 기업이 현지 중소기업에
각종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관찰되
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자사의 생산성이나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지
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제공하는 현지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현지 판매를 위해서 역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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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한국계 중소기업
과 현지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재무적인 능력과 사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
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로 현지 기업
및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 현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한국 정부 및 현지 대사
관, KOTRA 등 양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의 개발협력기관, 중소기업 진
흥 및 컨설팅 기구, 대학 연구소 등 각종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주요 사업으로는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
업,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사업
에 양국의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다. 상생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재원 조달, 사업 담당기관 선정 등의 행정적인 업무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인도에서 가능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현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유
의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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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
를 조사,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서이다. 본 연구의 시작 동기
는 다음과 같은 신남방 국가에서의 현실 관찰에 기초한다.
첫째,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
는다. 중소기업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금융자원의 접근이 제
한된다. 따라서 이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렵고, 새롭게 마케팅을 실시하
기도 힘들다. 더욱이 이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세계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제시장을 활용할 능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국민경제에서 고용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저소득계
층의 주요 소득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대기업
들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여러 산업을 유지하면서, 이들과 협력하여 생산 활동
에 종사한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둘째,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에서 활동할 뿐 아
니라, 신남방 국가에서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소기업이 신남방 국가로 진출하게 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의 임
금 및 지대와 같은 생산요소의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의 채산성
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즉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으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신남방 국가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지난 세기 한
국경제는 저임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시작한 후 고도성장을 누리고 기술집
약적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때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저임금 개발도상국인 신남방 국가들로 이전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섬유와 신발, 일부 가전 산업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라 이들 대기업의 협력 업체로서 해
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위에서 제시한 기업에 비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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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이 높고, 기술 수준도 우수하지만 이들 기업 제품의 구매처인 대기업이 해
외에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현지로 이전한 경우이다. 물론 이때 대기업이
이전한 이유는 현지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지대 등 저렴한 생산요소 가격과 현
지의 풍부한 미래 시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소규
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다. 대체로 음식료업 및 여행업 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이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해당
된다.
현지에 이전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에 법인 형태로 존립하는 가운데
한국의 본사에서 파견한 소수의 인력과 현지의 많은 인력을 활용한다. 또 이들
기업은 대부분 한국 기업의 경영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법적
으로 현지 기업에 속하면서, 한국계 기업이 된다.
셋째, 한국 정부는 신남방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국민들의 후생복지를 위하
여 많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각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지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신남방 국가에 직업훈련 학교를 세우고,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관련 시설을 구축하
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소기업간의 협력 문제가 이슈가 되
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소기
업간 협력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중소기업들은 국내 비즈니스
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기업 규모가 작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 경우 중소기업간의 협력은 대체로 동
종업종 간의 협력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도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넓은 해외시장을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간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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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지식 교류를 통한 이익 공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직면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
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기술 및 경영컨설팅에서 시작하여
해외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현지의 한국계 기업들은 사실상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적으로는 신남방 국가 현지 법인으
로 현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기업들은 현지 정부 시각에서는 자국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라기보다
는 외국 기업이 된다. 즉 양국 정부 양쪽으로부터 지원받기 힘든 구조상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 관찰 사항에서 출발하여 신남방 국가 현지의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의 협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자 한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한 지원책의 일원으로 현지 중
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행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기업들 간의 상생 협력 및 중
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의 정의를 제시하고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때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모델과 개발도
상국 중소기업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즉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이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신남방 국가의 대표적
인 4개 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4개국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 중
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가장 먼저 이들 국가의 경제개괄 및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현황 및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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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남방 국가의 한국 중소기업 현황 분석에서 위의 4개국과 한국과의 교
류와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의 진출 현황을 설명하였다. 산업별 구분과 제조업
업종별 구분을 통하여 각국의 한국계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진출 역사가 오래된 인도네시아나 최근 급격히 진출이 활성화된 베트남, 델리
와 첸나이의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이 중심이 된 인도 등 각국의 특징을 살펴보
았다.
한편 신남방 국가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등에서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이 서로 협력한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체로 중소기업간의 사
례는 거의 없고,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대기업이 현지의 중소기업에 지원한 사
례가 일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을 제
시하였다. 상생 협력 모델 및 프로그램으로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 상생 협
력 모델의 주요 프로그램, 상생 협력 사업 추진제도 구축 및 상생 협력 사업 추
진 시행 단계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상생 협력과 정부 정책에서는 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이들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
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크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정
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의 한국계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현지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제안되기 때문
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업이 이미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신남방 국가
의 지원사업에 추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
의 진전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들의 활동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현지 방문을 통
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온라인 회의나 전화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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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인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취득 정보가 제한되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에 따른 문제는 모두 본 연구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진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 분야 연구가 보다 진전
되어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실제로 신남방 국가에서 현지 기업
과 한국계 기업의 원활한 상생 협력이 진행된다면 이는 양국의 중소기업에 이
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신남방 국가가 지향하는 3P 정신과 일치하
는 활동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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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정의
한국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기업 상호 간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
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Kim et al.(2006)은 상생 협력을
‘기업 각자의 목표 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 서로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
으며, Skinner, Gassenheimer, and Kelley(1992)는 ‘기업 간 공동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는 협정을 통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을 상생 협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업 간 상생 협력이란 기업들이 서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간 인
적, 물적 자원 및 정보 등을 일부 공유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은 이러한 기업 간 상생 협
력이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중소기업간 상생 협
력은 일반적인 기업 간 상생 협력이 중소기업간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제한하
는 것이 된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기업 간 상생 협력의 형태는 외적 계약 또는 구매 및
공급 관계에서부터 복잡한 조인트벤처의 설립이나 지분투자의 형태까지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상생 협력의 기간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1) 이때 협력의 강도가 가장 낮은 것이 계약을 통한 구매나 공급체인에서의
협력이고, 기술 협력, 및 생산 협력이 보다 강도가 높은 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형태 중 단순한 외적 계약은 양자간의 동등한 계약을
통해서 단기간에 유지될 수 있고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크지 않게 된
다. 반면 장기적 기업 간 협력 관계는 상호간 공유하는 위험의 비중 역시 높아

1) Weav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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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므로 기대되는 협력의 수익 역시 높게 된다.
기업들은 상호간 상생 협력을 통해서 비용 절감, 기술 획득, 시장 개척, 자금
조달 용이성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업간 상
생 협력은 기업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과정을 분업화하여 서로의 생산비용
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생 협력은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업과
낮은 국가의 기업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
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저렴한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을 이용하여 생산비
용을 낮출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국가의 기업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생산기
술을 습득할 수 있고, 마케팅, 유통 등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
또한 기업들은 상생 협력을 통해서 상호간의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좀 더 소득이 높고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소득이
낮고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로 진출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낮은 국가의 기업 역
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서 소득이 높은 국가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저소득
국가의 기업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서 구매력이 낮은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협
력 기업의 생산, 유통,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3)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중소기업이 타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선진
국 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기업 간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도상국의 기업은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기업은
협력을 통하여 선진국의 기업 지원제도를 간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4)

2) OECD(2000).
3) Ibid.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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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소기업간 협력의 형태

자료: Weaver(2000), pp. 387-487.

2.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이론적 배경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5) 이전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여러 중소기업들을 상대하면
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인력이나 자본, 기술 등을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현상을 의미하여 상생 협력 이론이 등장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생산요소가 부족한 중소기업간의 협력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때부터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본
격적으로 진출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필요성을 인식
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이루어져 중소기
업의 해외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이론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네트워크 이론이다. 네

5) Zahoor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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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이론은 시장이 고객, 공급자, 경쟁자 간의 사회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네
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들은 사람 간 또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다른 중소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은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Zahoor et al.(2020)은 문헌 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에 대한 두 번째 이론은 자원 기반 관점 이론(Resourcebased view)이다. 자원 기반 관점 이론은 중소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인력과 기술 등을 갖고 있다. 이때
각 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한적인 자원을 상호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효율적으로 자원
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들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여러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협력을 통한 성과는 기업이 가진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이 가진 무
형의 능력 중에는 진출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등도 포함된다.
세 번째로 국제 기업가 이론(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theory)이
다. 국제 기업가 이론은 기업가들의 혁신적, 예방적, 위험 추구적 행동의 조합
이 국제시장에서의 기회를 포착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상생 협
력을 추진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vusgil and Knight(2015),
Knight and Cavusgil(2004) 등은 이러한 기업가적 특성과 행동을 하는 중소
기업들이 빠르게 국제화되고 성장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혁신적인
중소기업가들은 해외에 진출하면서 다른 혁신 기업들을 찾아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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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주요 이론
이론

주요 개념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적 내용

협력 형태
협력 특성
환경적 불확실성
네트워크 이론

네트워크는 중소기업이 먼 지역의 시장에

사회적 자본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함.

네트워크 간 거리

이때 네트워크는 사람 간, 조직 간

국제시장 지식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함

협력 효율성
국제시장 진입과 성장
협력 형태
자원 기반 관점
이론

협력 특성
R&D 및 마케팅 능력
환경적 불확실성
국제시장 진입과 성장
협력 형태

국제 기업가
이론

행동적 특성
자원과 능력
국제시장 진입과 성장
국제적 다양성

기업이 상호 협력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중요시하며, 이를 무형적 자원으로
정의함. 이들 능력과 자원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가치 생산과 연관됨
이 이론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이
자원이 풍부한 경쟁자에 대항하여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의 행태에 주목함

협력 동기
행동적 특성
웁살라 모형

협력 특성

중소기업이 국제화가 되는 과정을

신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국제시장 지식
국제시장 진입과 성장
자료: Zahoor et al.(2020), p. 435.

마지막으로 웁살라 모형(Uppsala model)은 기업 세계화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인 웁살라 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설명하는 것이다.6) 중소
기업도 대기업과 같이 기술과 지식을 점차로 증가시키면서 국제 시장에 참여하
6) 웁살라 모형은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명한 기업 세계화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기업들이 주변국 시장과 생산요소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보다 먼 국가로 진출하는 점진적인 세계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Cyert and March 1963;
Aharoni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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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때 다른 중소기업과 기술과 지식의 협력을 늘리기 위하여 협력한
다는 것이다. 즉 국제적인 상생 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점차 국제시장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관련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국제시장에 대한 참
여가 더욱 증가하는데, 이때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
게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중소기업간 협력도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들은 상기된 여러 이론들
을 조합하여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행태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이론과 자원 기반 관점 이론을 결합하여 네트워크를 일종
의 무형자원으로 볼 때, 이를 형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네
트워크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공동의 가치를 창출
하는 등의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행태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Zahoor et al.(2020)은 문헌연구를 통해 이상과 같은 이론적 내용을 바탕
으로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체계를 [그림 2-2]와 같이 작성하였다.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경영자의 관리 자세를 비롯하여
기업의 이윤, 자원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네트워크 및 환경 역시 협력이 나타
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력의 사전적인 조건이 일치하여, 기업
간 협력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은 협력을 통해서 관리능력과 기술·지식을 습득
할 수 있다.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사전 조건이 부합하여 협력 활동이 일어나면, 협력
의 경과로 각 중소기업은 조직, 국제화, 성과 등의 협력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기업들은 조직 관리에 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협력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은 상생 협력을 통하여 기업 간 자원과 능력을 결합하고 이용하는
것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진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식 역시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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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체계

자료: Zahoor(2020), p. 438.

두 번째로 중소기업은 상생 협력을 통해 국제화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협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국제시장 진입에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의 기업
과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에 대한 위험을 줄여 국제시장에서의 성공과 성과를
달성하기 비교적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실증적으로 Hessels and Parker(2013), Zhou et al.(2007) 등이
분석한 바와 같이 협력활동을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기업의
이윤과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은 기업의 이윤과 성
장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는 좋은 방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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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가.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정의
신남방 국가에 법인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은 모두 신남방 국가 현지 중소기
업이 된다. 이들은 크게 현지 자본과 현지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들과 한국계
자본이 투여되고 한국인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들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전
자를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후자를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
소기업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신남방 국가 현지의 중소기업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
을 의미하여 사용한다.7) 즉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이라 하면 현지
에 위치한 여러 중소기업간 협력을 의미할 수 있지만, 본 연구가 한국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때 신남방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들 국가 대상의 연구가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제
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은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제조업 부문
의 한국계 중소기업과 일반적인 현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나.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필요성
기업들이 상생 협력을 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협력이 바로 제품의 구매와 공
급사슬상에서의 협력이다. 이는 특히 제조업의 가치사슬상에서 이루어지는데
크게 국내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국제 기업 간의 상생 협력으로 구성된다. 이
7) 한편 특정 국가에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들은 모두 이 해당 국가의 기업들로 구분된다. 다만 이들 기업
중 자본의 상당 비율과 기술이 한국에서 왔고 경영진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의 경영기업이 사용된다면 한
국계 현지 기업이 되고, 현지의 기술과 자본이 중심이 된 경우 이는 일반적인 현지 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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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국내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제조업 가치사슬상의 국내 기업이 서로 상생 협
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 기업 간 상생 협력은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이 가
치사슬 상에서 연결되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혁명 이후 각국의 많은 원자재와 중간재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가치사슬
이 국내 경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자, 국제적인 상생 협력의 중요성이 대
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기업은 원자재를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중간재나
최종재를 생산하며, 이를 다시 개도국 지역에 수출하는 구조로 연결된다. 때문
에 다른 나라에 위치한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협력은 동남아시아 지역, 즉 아세안 지역에서 보다 확실
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과 같이 한국이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중간재를 생산한 후, 동남아 지역에 다시 수출하게 된
다. 이후 동남아 지역의 기업들은 이 중간재를 활용하여 완성재를 생산하고, 이
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그림 2-3. 한국과 신남방 국가 간 제조업 가치사슬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구조는 국가 혹은 경제 단위의 가치사슬이 된다. 그러나 한국과 동남
아의 기업 각각을 개별 기업으로 보면 이들 기업은 자신이 필요한 투입물을 사
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산출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가 된다. 다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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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 생산기업들은 최초 원자재를 투입물로 활용하여 산출물로 중간재를 생산
하고,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중간재를 투입물로 사용하고, 산출물로 최
종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활동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에서 관찰되는 공
통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철광석이나 석탄을 사용하여 용광로를 이용해 철
강이나 철판을 만드는 기업인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
업이고, 이 철판을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중소, 중견 기업 역시 중간
재 생산 기업이 된다. 또한 이들이 만든 각종 제품을 직접 혹은 일부 가공한 제
품으로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의 공정이 하나의 가치
사슬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2-4.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완성품 조달구조
(a) 대기업이 완성품을 만들 경우

(b) 중소기업이 완성품을 만들 경우

자료: 저자 작성.

이들 기업은 각각 우수한 투입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자사에서 생산한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투
입물 구매와 생산물 판매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내에서 생산 활
동하는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과 연계되어 생산하는 기업들 모두가 직면한 공
통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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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에서 투입물을 받고 판매할 경우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기업 간 관계를 맺는 반면, 해외에서 투입물을 받거나 해외에 판매
할 경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
를 보일 뿐이다.
한편 신남방 국가와 같이 국제적 비즈니스를 담당한 기업들에 이 문제가 더
욱더 크게 간주될 수 있다.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기업들과 유기적으
로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이 갖
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및 경제적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라오스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필리핀과 같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오랫동안 도
입하였던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다. 신남방 국가 진출 기업의 진출 형태
신남방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할
경우에 비하여 신남방 국가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되는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신남방 국가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비하여 기업활동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신남방 국가에 진출 여부를 고려하는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생산요소의 가격과 품질 및 가용성이다. 이때 생산요소로는 노동
에 대한 임금과 자본에 대한 수수료, 토지 및 건물 임대료와 관련 세금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중간재 및 원자재 가격과 품질도 고려사항이 된다. 특히 비내구재
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지만 내구재를 생산하는 기
업에는 가격과 함께 부품의 품질이 더욱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즉 현지 기
업 부품을 활용할 경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나 관련 품질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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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므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완성품 혹은 생산 제
품의 특정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기업 제품을 조달하
는 것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게 된다.
둘째, 장기와 단기적인 기업이익이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공장을 운영
하는 것은 수년의 준비과정과 공장 설립 이후 다시 상당한 기간 공장 운영을 고
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동
시에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부품을 조립하여 사용하던 기업들이나,
자국 내 부품 기업을 현지에 이주시켜 활용하던 기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 조달 비중을 높이게 된다. 이는 대체로 현지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혹
은 현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즉 외국 기업의 등장으로 현지 부
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공하려는 현지 기업이 나타나고, 실제로 이를
구입할 경우 이 외국 기업 역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현상이 발생하면 기업들의 장기 비용 절감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셋째, 정치 변화 및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지
정부는 기업 이전 초기, 대기업 중심의 완성품 공장의 이전과 부품 공장 이전을
모두 환영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이전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
고 또한, 자국의 생산 기술 및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자
국 내 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 정부와 기업들은 현지 기업 부품 조달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현지 기업 부품 조달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자국 내 유치 및 자국 기업 생산 확대가 필
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지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의 참여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현지 기업이 제공하는 부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현지의 외국계 기업들은 새로운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 기존의 부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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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끊고, 현지 부품 거래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리
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 노동집약적인 비내구재 산업의 경우 이 사항
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비내구재 산업에서는 사실상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
여도 단기적인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구재는 가격이 비싸고 또
유지보수가 중요하며, 상품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품 품질 문제에 매우 민
감하게 된다.
사실 개도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지는 오래되
었다. 과거 개도국의 주요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비내구재 산업, 내구재라 하더
라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간단한 제품 산업에 해당되었으며, 비
용에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 기업
과의 협력을 늘려갔다.
이러한 환경 및 여건 속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하는 각국의 기업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진출하게 된다.
첫째, 각국의 기업이 자신의 국내 가치사슬에 연결된 주요 기업을 모두 신남
방 국가에 이주시켜 진행하는 방법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현지 정부와 사업 진행 타
결을 한 이후, 부품 공장을 이전시키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기업이 단지
기존의 관련 가치사슬을 모두 현지에 이주시키거나 본국에서 수입하여 해결하
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품질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는 현지에 관
련 산업이 없을 경우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 기업들을
모두 이전시키는 종합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첸나이에 자동차와 엔진 공장을 설립하고 관련 부품 기업들을 이주시켜 진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기업은 자신만이 이전하고 현지 기업을 통하여 상당 부분의 부품을 조
달하는 형태이다. 이는 현지의 우수한 부품 기업들이 있을 경우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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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전하는 기업이 이미 현지 기업과 많은 관계를 맺거나 관련 부품을 조달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이 현지 기업을 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이
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멕시코에 폭스바겐이 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때 현지에
이미 우수한 자동차 부품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었다.
셋째, 해당 기업이 독자적으로 신남방 국가에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세계 각
국의 관련 원자재 및 부품 생산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형태이다. 이는
현지에 관련 산업이 없거나 현지 기업들이 부품을 제공할 능력이 없을 경우, 주
변국 혹은 주변 지역의 부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1992년에 피아트
가 인도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사례를 보면 피아트는 주변의 부품 공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현실적으로 각 기업은 현지에 진출할 때 현지의 기술수준과 부품 조달 가능
성, 현지 부품의 가격과 품질, 국내 기업의 현지 이주 가능성 등 때문에 위의 세
가지 경우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대체로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현지에서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기존 관련 기업들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이론들을 적용하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을 분석하면
대체로 한국의 기업들은 ① 한국에서 관련 산업이 모두 이전하는 형태로 진출
한 경우와 ② 자신들이 이전하여 현지 혹은 해외 부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단독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전할 때 동반하여 수행한 것이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하노이 삼성전자 공장 주변에 많은 한국계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인도 첸나이의 현대자동차 공장 주변에도 많은 한국계 중소기
업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세계화 전략의 일
원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한편 섬유와 의류, 신발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해외이전은 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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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이전한 후 한국 혹은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베트
남의 호치민 시티나 캄보디아 프놈펜 주변의 많은 의류 공장에 해당된다.
이는 또한 동남아와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
는 이유를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동남아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띠고, 인도는 중
간재를 구입하여 완성재를 만들어 자국에서 소비하는 내수제품 생산의 형태를
띤다. 즉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와 1억 이하
의 인구를 갖고 시장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로 구성된 아세안 국가에 진입할
때 진출 분야나 진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기업의 업종과 현지의 환경 변화는 한국계
진출 기업들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서 휴대전화나 자동차와 같은 고사양 기기들과 비내구재 상품을 생산하는 경
우, 현지 정부가 계속해서 부속품의 현지 조달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는 현지 부품에 대한 품질관리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즉 국내 기
업들이 이들 현지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까지 단계적으로 체크하면서 지원하여
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철판이나 화학제품과 같은 기초소재 역
시 한국 기업이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현지 기업들이 국내 소재들을
수입하여 부품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한다.
그러나 현지 정부와 여론은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있고, 현지 기업 생
산 부품 비율을 늘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업 간 협력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협력 문제, 국내 중
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상호 협력의 또 다른 가능성이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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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제한적인 기술과 자
본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성도 낮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서 인적, 물적 자원을 비롯하여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조달이 비교적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8) 또한 중소기업은 서비스부문의 커피숍에서부터 기계,
화학 또는 첨단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세계 시장이 점점 국제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기
업의 활동을 영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세계 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중소
기업들이 복잡한 국제수요에 직면하게 되면서, 개별 중소기업의 역량으로는 이
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거시적인 특징은 광범위한 존립 분야, 경쟁을 통한 시장가격 형
성, 경쟁력이 적은 노동력의 고용을 통한 불평등 개선 및 경기변동 민감성 등이
며, 미시적 특징은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간소하고 효율적인 경영 가능성, 속인
적 기업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9)
이밖에 중소기업은 지방, 국가, 지역, 국제시장에 이르는 다양한 시장 분포 등
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별 자본규모, 기술, 경영형태가 매우 다양한 특성이 있
다.10) 즉 중소기업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분야와 시장
에 존재하면서 기업별 형태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징은 상당부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지만 일부는 개도국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개발
도상국의 중소기업은 1인 운영 비중, 소매업·무역업·제조업의 비중, 여성 기업
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중소기업간 규모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가 큰 특징을

8) Rogers(1990); Welsh and White(1981).
9) 곽성일 외(2012).
10) OECD(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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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11)
또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은 태생적으로 금융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기술개발력의 한계, 고급 인력 수급의 문제, 제한적인 시장접근성 등의 요인으
로 인하여 성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12)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소득격차의 해소, 혁신과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보다 그 중요성이 커진다.1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경제개발의 측면
에서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14)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생산부문의 비중
이 높아 같은 소득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할
수 있다. 즉 대기업에 비해서 순고용 창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둘째, 중소기업은 생산된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 또
는 대기업의 생산재, 중간재를 납품하여 간접적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
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서 국제적인 대기업에 납품하
는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수출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어,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의 발전이 국가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경제개발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분야별 특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효
율성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은 기업 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제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전반적인 발전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분야별 특화 또는 기업 관련 서비스가 비교적 낙후되
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성장은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 및 성숙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다.
11) Fisher and Reuber(2000).
12) 심우일(2016).
13) Warner(2001).
14) 곽성일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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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은 선진국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더 작고, 특정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효율성이 비교적 낮다. 더욱이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술개발의 한계를 더욱더 크게 갖는다. 반면 개발도상
국의 중소기업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낮출
수 있으며,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경제의 성숙도를 높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로 구성된 신남방 국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들이
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8개국들은 모두 1인당
소득 만 달러 이하의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신남방 국가의 많은 중소기업들도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현재 신남방 국가
들이 가진 중요한 과제이고, 각국 정부 및 지역협력체인 아세안 역시 이를 추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2015년 경제공동체 청사진과 2025년 경제공동체 청사
진에서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인도 역시 경제발전
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장 중소기업간 상생의 이론적 분석 • 41

제3장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1. 인도네시아
가. 경제개괄
인도네시아는 1만 8,2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이
자 다도해 국가이고, 민족이 자바족(45%), 순다족(13.6%) 등 300여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또한 종교는 이슬람교가 87%로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지만 기독교(7%), 힌두교(2%), 불교(1%) 등 종교 선택이 자유로운 다종
교 국가이기도 하다. 한반도 9배 규모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 동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 남
쪽으로는 동티모르, 호주와 인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020년 2억 7,000만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
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인구증가율이 과거보다는 다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
지만 2020년 현재 1.2% 수준으로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표 3-1. 인도네시아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0

2010

2015

2018

2019

2020

인구(백만 명)

206.3

237.6

255.6

264.2

266.9

270.2

인구증가율(%)

1.2

1.4

1.4

1.1

1.0

1.2

GDP(십억 달러)

179.5

755.3

860.7

1,042.7

1,120.0

1,059.6

경제성장률(%)

5.0

6.4

4.9

5.2

5.0

△2.1

1인당 GDP(달러, 명목)

870.2

3,178.1

3,367.7

3,947.2

4,196.3

3,921.6

물가상승률(%)

3.7

5.1

6.4

3.3

2.8

2.0

경상수지(십억 달러)

8.0

5.3

△17.5

△30.6

△30.3

△4.7

경상수지(GDP 대비 %)

4.5

0.7

△2.0

△2.9

△2.7

△0.4

경제개방도(GDP 대비 %)

71.4

46.7

41.9

43.1

37.4

33.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 Apri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4); Badan Pusat Statisti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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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도네시아 산업구조

주: 1) 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포함.
2) GDP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산업구조는 산업별 비중의 합이 100%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 차이는 순생산물세에 기인함.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4).

인도네시아의 GDP는 2019년 1조 596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들 중 경제규
모가 가장 크고, 1인당 GDP는 3,922달러로 세계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
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대규모 해외투자
의 유입,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어 2010~12년 기간 6% 이상의 고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다소 안정되
어 있지만, 2010년대 들어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미·중 간의 무역분쟁 장기
화 등 여파로 경제개방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는 농업 12.7%, 산업 39.0%(제조업 19.7%), 서비스
업이 44.2%로 서비스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중분류 기준으로는 제조
업이 19.7%로 가장 높지만 아직까지 농업 및 원자재 관련 1차 산품 중심의 경
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유사하게 석탄, 팜유,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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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표 3-2. 인도네시아 10대 교역국(2020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비중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총 수출

163,300

70.9

총 수입

141,605

73.1

1

중국

31,775

19.5

중국

39,634

28.0

2

미국

18,667

11.4

싱가포르

12,340

8.7

3

일본

13,663

8.4

일본

10,671

7.5

4

싱가포르

10,711

6.6

미국

8,640

6.1

5

인도

10,414

6.4

말레이시아

6,932

4.9

6

말레이시아

8,130

5.0

한국

6,849

4.8

7

한국

6,506

4.0

태국

6,483

4.6

8

필리핀

5,899

3.6

호주

4,646

3.3

9

태국

5,113

3.1

인도

3,764

2.7

10

베트남

4,941

3.0

대만

3,625

2.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4).

인도네시아의 2020년 기준 10대 교역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유사한 국가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국은 총 수출의 19.5%를 차지하는
중국이지만, 최대 수입국 역시 총 수입의 28.0%를 차지하는 중국이며, 동시에
무역수지 적자국이기도 하다. 또한 10대 수출국 중 5개 국가가 아세안 회원국
이고,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들이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특징이 나타난
다. 수입 역시 10대 수입국 중 3개 국가가 아세안 회원국이며, 9개 국가가 아시
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로의 FDI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322.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2020년에는 286.7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프로젝트 건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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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726건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FDI 금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반면, 프로젝트 건수는 86.88%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소규
모 프로젝트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인도네시아 FDI 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건수)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DI

162.1

292.7

289.6

322.4

293.1

282.1

286.7

증가율

28.9

2.6

△1.1

11.3

△9.1

△3.8

1.6

프로젝트

3,069

17,738

25,248

26,257

21,972

30,354

56,726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4).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국가들은 싱가포르(34.1%),
중국(16.9%), 홍콩(12.3%), 일본(9.0%) 그리고 한국(6.4%) 등의 순으로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다. 이는 자국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기업들이 지리적
으로 인접하고, 보다 다양하고 넓은 수요처를 찾아 인도네시아로 이동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경제규모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비즈니스 환경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사업환경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매년 발표
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통해 평가해 볼 수 있다. 가장 객관적인 미시적
사업환경 평가 및 비교의 척도로 알려져 있는 ‘Doing Business’는 사업활동의
전 과정을 창업, 건축인허가, 전력수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계약이행 및 부도해결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국
가별 점수와 순위를 매긴 후 이를 총량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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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환경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종합순위

114

109

91

72

73

73

창업환경

155

173

151

144

134

140

건축인허가

153

107

116

108

112

110

전력수급

78

46

49

38

33

33

재산권등록

117

131

118

106

100

106

자금조달

71

70

62

55

44

48

투자자보호

43

88

70

43

51

37

세금납부

160

148

104

114

112

81

국제교역

62

105

108

112

116

116

계약이행

172

170

166

145

146

139

부도해결

75

77

76

38

36

38

주: 2015~16년은 189개 국가를, 2017~20년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2020(검색일: 2021. 6. 7).

가장 최근인 2020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조사 대상 190개
국가 중 73위로 나타난다. 이는 2015년 114위(189개 국가 중)에서 지속적으
로 개선된 결과이다. 다만 10가지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분야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과 비교했
을 때, 전력수급, 투자자보호 및 부도해결 부문에서는 3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개선되었고, 자금조달도 보다 용이해지면서 관련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업환경이나 건축인허가,
재산권등록, 계약이행, 국제교역 등은 2015년에 비해서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
전히 100위권에 머물면서 사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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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인도네시아 Doing Business 비즈니스 환경 순위 및 점수
ⅰ) 순위

ⅱ) 점수

주: 2015년은 189개 국가를, 2020년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2020(검색일: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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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인도네시아 글로벌 경쟁력지수 순위 변화 추이

주: 2010~17년 기간과 2018~19년 기간의 지표 산출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순위만을 제시함.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9(검색일: 2021. 6. 8).

즉 기업의 업종이나 특성이 어느 분야에 민감하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인도
네시아에 진출하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통해서 거시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각 부문별로 상
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나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
에 국가별 경쟁력지수는 특정 분야별로 상대적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볼 수 있
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국가들의 경쟁력을 평
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동 지수는 140여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의 경쟁력을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경쟁력은 2010년 44위에서 2014년 34위까지 상승했으나 이후에는 인도네시
아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락해 2019년에는 50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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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인도네시아 국가경쟁력 평가: WEF
구분

2017
순위

종합순위

기본
환경

인적자본

2018
점수

순위

2019
점수

순위

점수

36

57.8

45

64.9

50

64.6

제도

47

51.2

48

57.9

51

58.1

인프라

52

55.2

71

66.8

72

67.7

ICT 보급

80

46.8

50

61.1

72

55.4

거시경제 안정성

26

93.1

51

89.7

54

90.0

보건

94

69.4

95

71.7

96

70.8

기술

64

54.9

62

64.1

65

64.0

생산물시장

43

57.2

51

58.5

49

58.2

노동시장

96

49.0

82

57.8

85

57.7

금융시스템

37

52.5

52

63.9

58

64.0

시장규모

9

76.9

8

81.6

7

82.4

혁신

기업활력

32

68.5

30

69.0

29

69.6

생태계

혁신역량

31

19.3

68

37.1

74

37.7

시장

주: 1) 2017년 137개, 2018년 140개, 2019년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7년과 2018~19년 간에는 부문과 구성지표가 일부 변경되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2018, 2019(검색일: 2021. 6. 8).

동 지표는 구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 즉 기본환경, 인적자본, 시장 및 혁
신생태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2개의 세부지표로 나타낸다. 2017년 이후
작성항목 및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2017년과 2019년을 비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기간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대체로 평
가점수(score)는 57.8점에서 64.6점으로 개선되었지만, 순위(ranking)는 36
위에서 50위로 크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보다 다른 국
가들에서 상대적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환경 부문의 거시경제적 안정
성을 제외하면 모든 세부항목에서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나 ICT 보급, 노동시
장, 시장규모 및 기업활력을 제외한 8개의 세부항목의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인프라, 금융시스템 및 혁신역량은 순위가 20단계 이상 하락해 동 항목의 상대

제3장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 51

적 성과가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인도네시아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비즈니스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
선되고 있지만, 다소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 혹은 다국
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 인도네시아 WEF 글로벌 경쟁력지수 순위 및 점수
ⅰ) 순위

ⅱ) 점수

주: 1) 2017년 137개, 2019년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7년과 2019년 간에는 부문과 구성지표가 일부 변경되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2018, 2019(검색일: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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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의 정의
인도네시아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1995년 제정된 ‘Small Enterprise Act
No. 9’에서 최초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9년 대통령 훈령 10호는 소기
업의 규모(순자산 2억 루피아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 10억 루피아 미만)보다
크지만 총자산이 100억 루피아 미만인 기업을 중기업으로 새로 규정했다. 현
재는 2008년 개정된 ｢Law No.20/2008 on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이하 MSME)에 의거해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15) 동
법률에서 중소기업은 마이크로기업을 포함하여 MSME(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MSME는 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하거나 대기업의 일부인 자회사 또는 지사를 제
외한 개별(개인) 사업 단위가 소유하는 생산적인 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소유 혹은 투자 기업은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MSME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6.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정의
i) MSME법 기준
기준

마이크로기업

소기업

중기업

순자산(토지 및 건물 제외)

5천만 Rp 미만

5천만~5억 Rp

5억~100억 Rp

연간 매출액

3억 Rp 미만

3억~25억 Rp

25억~500억 Rp

ii) BPS 제조업 기준
기준

마이크로기업

소기업

중기업

종사자 수

1~4인

5~19인

20~99인

주: MSME(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는 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하거나 대기업의
일부인 자회사 또는 지사를 제외한 개별(개인) 사업 단위가 소유하는 생산적인 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소유 혹은
투자 기업은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MSME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 ｢Law No.20/2008 on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adan Pusat Statisti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4).
15) 동 법은 인도네시아를 공평한 경제 민주주의(equitable economic democracy)로 만드는 것을 목표
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빈곤 감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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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MSME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크게 기업의 자산 규모와
매출액 규모로 구분하고 있다. MSME는 기업의 규모 측면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순자산이 최대 100억 루피아이거나 연간 매출액 최대 500억 루피아 이
하인 기업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동 법률에는 마이크로기업은 순자산이
5,000만 루피아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3억 루피아 미만인 기업으로, 소기
업은 순자산이 5,000만~5억 루피아까지, 또는 연간 매출액이 3억~25억 루피
아까지의 기업으로, 중기업은 순자산이 5억~100억 루피아까지, 또는 연간 매
출액이 25억~500억 루피아까지의 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도
네시아의 중소기업 기준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산업별 혹은 종
사자 규모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은 MSME 제조업을 종사자
규모 측면에서 1~99인 이하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1~4인은 마이크로
기업, 5~19인은 소기업, 20~99인은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중소기업의 현황
인도네시아에서 MSME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2% 이
상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8년 말 기준 MSME는 약 6,400만 개로 인도네
시아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016년 경제센서
스 자료에 따르면, MSME는 도소매서비스업에 63.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16.9%, 기타서비스업 10.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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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인도네시아 MSME 기업의 수
(단위: 천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52,769 54,120 55,211

56,540

57,901 59,268 61,657 62,928 64,200

MSME

52,765 54,115 55,206

56,535

57,896 59,263 61,651 62,923 64,194

대기업

4.68

5.15

4.95

4.97

5.07

4.99

5.37

5.46

5.55

MSME
비중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MSME
증가율

2.5

2.6

2.0

2.4

2.4

2.4

4.0

2.1

2.0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6. 10).

고용 측면에서 MSME는 2018년 말 기준 약 1억 1,700만 명의 근로자를 고
용했고, 이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97%를 차지한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MSME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고용자 수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경제센서스에 따르면, 도소매서비
스업이 54.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20.5%, 기타서비
스 업(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자료를 이용할 때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 인도네시아 업종별 MSME 기업 수 및 고용자 수(2016년 기준)
(단위: %)

i) 기업 수 비중

ii) 고용자 수 비중

주: 1)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016년 기준 경제센서스 자료에 기초함.
2) 기업의 수에서는 농림어업 자료가, 고용자의 수에서는 농림어업 및 건설업의 자료가 제외됨.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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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인도네시아 MSME 기업의 고용자 수
(단위: 만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9,889

10,099 10,461 11,081 11,768 12,742 11,627 12,026 12,060

MSME

9,619

9,824

대기업

269

275

289

315

354

419

345

383

362

97.3

97.3

97.2

97.2

97.0

96.7

97.0

96.8

97.0

2.3

2.1

3.5

5.8

6.0

8.0

Δ8.4

3.2

0.5

MSME
비중
MSME
증가율

10,172 10,766 11,414 12,323 11,283 11,643 11,698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6. 10).

인도네시아 MSME의 생산규모는 2018년 기준 8,574조 루피아로 GDP의
61.1%를 기여했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8%p 증가한 수준이다. MSME
성장률은 2016년부터 이후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2018년에도 9.6%로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총 부가가치로 측정된 MSME 의 노동생산성은 전
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7,330만 루피아로 2010년의 3,090만
루피아에 비해 137% 증가했다.

표 3-9. 인도네시아 MSME 기업의 생산액
(단위: 조 Rp, 백만 Rp, %)

구분
MSME
생산액
GDP
기여도
성장률
노동
생산성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969

3,412

4,322

4,870

5,440

6,228

7,009

7,820

8,574

56.2

56.2

58.0

59.1

60.3

61.4

59.8

60.9

61.1

13.6

14.9

26.7

12.7

11.7

14.5

12.5

11.6

9.6

30.9

34.7

42.5

45.2

47.7

50.5

62.1

67.2

73.3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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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인도네시아 MSME 기업의 수출액
(단위: 십억 Rp, %)

구분
MSME
수출액
총수출
비중
증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62,255 175,895 187,442 166,627 182,113 185,975 255,126 301,630 293,841
17.0

15.8

16.4

14.1

15.7

15.7

14.4

14.5

14.4

Δ8.9

8.4

6.6

Δ11.1

9.3

2.1

37.2

18.2

Δ2.6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6. 10).

인도네시아 MSME의 대외거래는 수출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MSME
의 수출은 2018년 294조 루피아로 인도네시아 총 수출의 14.4%를 차지한다.
이는 2017년 302조 루피아에서 2.6% 감소한 수준이다. 2018년 인도네시아
수출이 6.6%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MSME의 수출실적은 다소 부진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MSME의 금융접근성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중소기업 신용시
장의 규모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률은 다
소 부진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시중은행들의 MSME 대출은 2019년 말 기준
전년대비 7.6% 증가한 1,111조 루피아로 시중은행 총 대출의 19.6%, GDP 대
비 7%에 도달했지만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16) 다
만 MSME 대출 증가율이 상업은행 총대출 증가율 6.1%보다 큰 것은 인도네시
아 공적 보증대출제도인 KUR(Kredit Usaha Rakyat)의 지원에 기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17)

16)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의 수는 2011년 120개에서 2019년 110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핀테
크 기업 등 신규 진입자들이 금융시장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말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국
영은행 4개, 민간 상업은행 60개, 지역개발은행 27개, 합작 투자 은행 11개, 외국 소유 은행 8개가 운
영되고 있다.
17)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해 2007년 정부와 협동조합은행들이 담보의 보증 수수
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redit Usaha Rakyat(KUR)’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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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인도네시아 상업은행의 MSME에 대한 신용 현황
(단위: 조 Rp, %)

구분
신용규모
(조)
총신용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신용
증가율
운전자금
비중
시설자금
비중
NPL 규모
(십억)
NPL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58.2

526,4

608,8

763,3

790,5

857,0

942,4

20.8

19.4

18.5

20.4

19.3

19.4

19.7

19.3

19.6

6.2

6.4

6.7

7.2

6.9

6.9

6.9

7.0

7.0

-

14.9

15.7

25.4

8.0

8.4

10.0

9.6

7.6

77.7

76.6

72.9

73.1

72.2

72.8

74.0

74.2

72.0

22.3

23.4

27.1

26.9

27.8

27.2

26.0

25.8

28.0

15.7

17.0

19.5

31.6

33.2

35.6

38.5

35.5

40.1

3.4

3.2

3.2

4.1

4.2

4.2

4.1

3.4

3.6

1,032.
6

2019
1,111.3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6. 10).

표 3-12. 인도네시아 상업은행의 MSME 업종별 신용 현황
(단위: 조 Rp,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림어업

6.5

8.3

8.5

8.7

8.1

8.2

8.8

9.1

9.9

제조업

11.4

11.3

9.9

9.6

10.0

10.3

10.3

9.9

10.0

4.0

3.9

4.0

4.1

3.6

3.4

3.5

3.9

4.0

5.3

5.8

6.4

6.2

6.1

6.3

6.7

7.0

6.5

46.4

49.9

56.0

53.7

52.2

52.7

51.2

50.2

49.3

13.9

13.9

14.0

15.2

17.9

17.3

17.5

17.9

18.0

12.5

6.9

1.2

2.4

1.9

1.8

1.9

2.0

2.3

운수
통신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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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인도네시아 MSME에 대한 공공 보증 대출(KUR) 현황
(단위: 조 Rp, 만 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증대출

5.0

30.5

40.8

47.7

49.5

22.8

70.7

75.5

125.9

증가율

△38.6

508.6

33.7

16.3

4.5

△54.1

210.5

6.1

67.9

17.2

29.0

34.2

40.0

41.1

16.1

94.4

96.7

120.3

34.4

63.4

97.7

137.7

178.8

194.9

289.3

386.0

506.4

143.8

191.0

196.2

234.7

244.4

722.6

4,362.6 4,087.0 4,440.0

381.2

572.2

768.5

2.5

2.1

3.6

3.2

3.3

-

0.4

1.1

1.0

-

6.7

7.7

7.8

6.5

2.9

8.2

8.0

12.2

보증대출
지급금액
보증대출
누적금액
수혜
기업 수
누적수혜
기업 수
NPL비율

1,003.2 1,247.6 1,319.9 1,756.1 2,164.8 2,608.8

MSME
대출 대비
비중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6. 10).

MSME 대출의 용도별 구성은 2011년 운전자금 78%, 시설자금 22%에서
2019년 운전자금 72%, 시설자금 28%로 변화해왔다. 이는 MSME들에서 상대
적으로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도소매서비스업이 49.5%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고, 기타서비스업 18.0%,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각각 10.0%와
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기간 동안 MSME에 대한 대출은 증가
했지만 2011년 이래로 업종별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한편, MSME의 대
출 중 NPL(부실대출) 규모는 2011년 157억 루피아에서 2019년 401억 루피
아로 크게 증가했고, NPL 비율도 같은 기간에 3.4%에서 3.6%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MSME 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
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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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 정책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정책에서 부분적으
로 다루고 있지만, 크게 ‘Indonesia Long Term Development Plan 2005~
2025’, ‘Master Plan of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2015~2035’,
‘Creating Healthy, Strong, Resilient and Independent Cooperatives
and SME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Making Indonesia
4.0’ 등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발전계
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인적자원 개발 ② 세계
시장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③ 과학과 기술 의 개발과 활용 ④ 적정
하고 선진적인 인프라 구축 ⑤ 법제도와 관료주의 개혁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
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기간을 5년 단위 4단계 중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중기발전계획(Medium-Term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추
진하고 있다. 다만 중기발전계획의 목표에서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05~2009’만이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였을 뿐, 이후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에 집중되면서 중소
기업 관련 내용을 별도의 목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Indonesia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15~2019’의 경우에는 자바섬 이외의 공업지대
개발에서 22개 중소기업센터를 개발하고,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서 소기업 2만
개 추가, 중소기업의 국내 OEM 산업 가치사슬 통합 등에 대한 내용만을 일부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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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인도네시아 중기발전계획 목표
중기 기간 구분

중기 목표

2005~2009*

국가 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비중 증대
중소기업 수출을 확대하여 성장 촉진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개발의 토대 위에 새로운 사업 훈련 시스템 개발
협동조합 조직의 질적 개선 계획 등

2010~2014

풍요로운 인도네시아를 위한 지속적 개발
민주주의 역량 강화
모든 부분에서의 공정성 강화

2015~2019

영토보전과 안보, 해양자원 보호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군도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
진보하고 균형 잡힌, 민주적이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 실현
해양국가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외교 정책 실현
진보와 번영,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향상
독립적이고 진보하고 강하며 국익에 기반 한 해양 국가 실현
견고한 정체성과 문화를 지닌 사회 실현

2020~2024

경제구조 개혁 지속, 노동생산성 향상, 투자환경 개선 이행
인적자원 육성, 행복지수․삶의 질 개선, 시민의식 고양
사회적 차별 감소, 지역균형발전, 소득재분배 촉진
범지구적 개발목표 연계발전, 저탄소 경제개발

주: *는 중소기업 관련 내용만 제시함.
자료: The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Indonesia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04-2009, 2010-2014, 2015-2019, 2020-2024.

다음으로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은 2015년 3월 발표되었는데, 2035년
까지 인도네시아 산업정책의 지침이 될 장기 산업발전 계획으로, ‘강한 산업국
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동 마스터플랜은 인도네시아를 산업국가로서 공
정하고 건강한 산업구조 확립,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 기반 혁신 기술 확산 등
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11대 전략과
10대 국가우선산업을 제시하였는데, 11대 전략에 중소기업의 발전 도모를 명
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8)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센터 건설과 중소기업 역량
18) 10대 국가우선산업은 식품, 제약 및 화장품, 교통 및 통신, 부품산업, 농업기반 업스트림 산업, 석유·가
스·석탄 기반 화학공업 산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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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정책 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업체(중소산업 혹은 SMI)를
위해 지역과 도시마다 하나의 SMI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SMI를
위한 산업단지를 할당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개발을 보다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했다. 마스터플랜은 목표를 수치로 제시했는데, SME 센터를 2020~24년에
1,305개, 2025~35년에 2,285개로 늘리고, SMI를 위한 산업단지를 2020~
24년에 10개, 2025~35년에 15개 단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협동조합·중소기업부(The 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Es)는 2015~
19년 국가 중기 발전계획에 따라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비전과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비전은 건전하고 양질의
협력기관 구축,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분배를 견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경제성장 및 빈곤 완화를 장려하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창출이다. 또한 다섯
가지 전략 목표는 인적 자원의 질 향상, 재무에 대한 접근성 향상,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 역량 강화, 협동 조합 및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보호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2018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제조업 발전 로드
맵인 ‘Making Indonesia 4.0’을 수립하고, 5대 주요 육성산업을 위한 산업별
전략과 함께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19)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강
화를 네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중소기업 전자상거래망 구축, 기술 은행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능력 배양을 추진하고 있다. 동 로드맵에서는 산업단
지의 재설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인적자본 향상, 혁신 생태계 구축, 기술투자
유인 등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15~19년 국가 중기발전 계획에 따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포용을 위한 국가전략(SNKI)이 2016년에 수정되었다.
SNKI는 포용적 금융의 주요 대상으로 MSME법에 따른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SNKI
19) 5대 주요 육성산업은 식품 및 음료, 섬유 및 의류, 자동차, 화학, 전자부문제조업이고, 10대 우선 과제
로는 소재 및 물품 흐름 개선, 산업단지 재설계, 지속가능성 추구, 중소기업 육성 및 능력 배양, 국가 디
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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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중 금융 유통 채널 및 중개 시설(예: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및 가치사슬
금융 등)과 정부 금융서비스(KUR 및 비현금 보조금 포함)의 추진에 따라 MSME
의 금융비용은 절감되고, 금융접근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5.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주요 정책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주관기관

MSME 발전
모든 경제 부처/기관이 준비한 포괄적 경제정책 패키지
Instru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6/2007 and
No.5/2008(Economic
Policy Package I & II)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MP3EI)
(2011)
Creating Healthy,
Strong, Resilient and
Independent
Cooperatives and
SME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2015–2019 vision and
mission)
Master Plan of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2015-2035(2015)

[MSME 부문 강화]
1)

금융접근성(리볼빙 펀드, 신용보증기관, MFIs 강화,
KUR(소액금융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MSME
자금조달제도 개발, 샤리아 제품 개발 등)

2)

시장접근성

3)

인적 자원의 역량 개발

4)

규제 완화

1)

6개 경제회랑에서 지역 경제 잠재력 개발
-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발리(누사 텡 가라), 파푸아(케풀라우안 말루쿠)

2)

국내 및 국제적으로 국가 연결성 강화

3)

주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자원 역량과
국가과학기술을 강화

1)

인적자원의 질 향상

2)

금융에 대한 접근성 증가

3)

생산성 증가

4)

비즈니스 역량 강화

5)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보호

Gov.

Gov.

전략 방향:

MCSME

중소기업 관련 전략:
1)

산업 성장의 중심 지역, 산업 지정 지역, 산업 단지 및
중소기업의 중심지 개발

2)

정책 수립, 제도적 역량 강화, 중소기업 시설 제공 등
적극적인 조치 제공

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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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주관기관

금융접근성

Joint Decree on
MFI Promotion
Strategy(2009)

1)

비공식 MFI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2)

비공식 MFI의 공식화(Formalization)

3)

인적 자원 개발

4)

감독 강화

5)

BI
MCSME
MOF
MOHA

공식화된 MFI 지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자금원:

The Capital
Market and Non
Bank Financial
Industry Master
Plan 2010–2014
(2010)

1)

(a) 자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대한
제약을 축소
(b) 금융 및 보증 기관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향상
(c) 공모에서 전문가, 지원기관 및 인수자 역할 개선

2)

유익하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위험 관리

3)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며 유동적인 산업

4)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 워크

MOF

모든 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 증가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Inclusion(2012)

대상 그룹:
1)

저소득 빈곤층

2)

근로 빈곤층/MSMEs

Gov.

3)

거의 빈곤층

1)

금융교육

2)

공공 재산권(대출 담보 개선, 예: 토지 소유권 및 저작권 /
특허 인증서)

3)

금융 유통 채널 및 중개 시설(예: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및 가치
사슬 금융)

4)

정부 금 서비스(KUR, 비현금 보조금 및 지불 포함)

5)

고객 보호

1)

국내 경제 성장 가속화에 있어 금융서비스 부문의 지원 역할
최적화(기여)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으로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안정)

3)

공공 재정 복지 달성 및 공평한 개발 육성(포용)

주요 구성요소: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Inclusion(SNKI)
(2016)

Indonesian
Financial
Services Sector
Masterplan
(2015-2019)

Gov.

주요 내용:
OJK

주: BI=Bank Indonesia, CMEA=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CSME=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Es, MFI=microfinance institution, MSME=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MOF=Ministry
of Finance, MOHA=Ministry of Home Affairs, OJK=Otoritas Jasa Keuang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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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평가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가 큰 만큼 아세안 내 중소기업의 수도 가장 많은 국
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성장은 물론 관련 정책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뒤
처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
분에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MSME법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업종의 특성이나 종사자 수 등에 관계없이 생산
규모와 자산규모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업종별 특징을 고려하
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의 기업환경 변화를 감안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업종의 특성이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중소
기업을 구분하기 때문에 타 국가들과의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MSME)을 대상으로 한 정책목표 및 전략의 수립과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는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05~2009’ 이후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별도의
목표로 다루거나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9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MSME의 63.5%가 도소매서비스업에 집
중되고 있는데, 실제 이들은 영세(Micro) 자영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는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
야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때 타 국가
들과의 경제협력이나 GVC 참여도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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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인도네시아 SME 정책 인덱스 2018 스코어

주: 각 항목 점수의 범위는 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개발 및 실행수준이 더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OECD and ERIA, “SME Policy Index: ASEAN 2018,” p. 258.

한편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OECD와 ERIA에서 공
동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지수(ASPI: ASEAN
SME Policy Index)를 참고해 볼 수 있다. ASPI는 총 8개 부문 26개 세부지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로 아세안 10개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교·
평가한다. 8개 부문은 ① 생산성, 기술 및 혁신 ② 환경정책 및 SMEs ③ 금융접
근 ④ 시장 및 국제화 접근 ⑤ 제도적 프레임워크 ⑥ 법률, 규제 및 세금 ⑦ 기업
가 교육 및 기술 ⑧ 사회적 기업과 포용적 기업가 정신이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의 부문별 중위수와 비교해 중소기
업 정책 지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아세안 국가들의 부문별 중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반적인 정책개발 및 실행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소기
업의 시장 및 국제화 접근, 금융접근 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비즈니스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 SMEs에 관련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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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브나 정책수단 등은 다소 미흡하고, 중소기업 관련 제도적 정비와 법률 및
조세체계 등은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베트남
가. 경제개괄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해안에 위치한 다민족 국가로 북쪽으로 중
국, 서쪽으로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베트남의 인구는 2020
년 기준 9,741만 명으로 인도네시아(2020년 기준 2억 7,020만 명), 필리핀
(2020년 기준 1억 877만 명)에 이어 아세안(아세안)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
를 가지고 있으며, 면적은 33만 1,236㎢로 한반도의 1.5배에 달한다. 또한 전
체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비엣족(킨족)과 53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6. 베트남의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0

2010

2015

2018

2019

2020

인구(백만 명)

79.4

88.0

91.7

94.7

96.5

97.4

인구증가율(%)

1.4

1.0

1.1

1.1

1.9

1.0

GDP(십억 달러)

39.6

143.3

236.8

304.0

329.5

340.8

경제성장률(%)

6.8

6.4

7.0

7.1

7.0

2.9

1인당 GDP(달러, 명목)

498.6

1,628.5

2,582.4

3,211.5

3,415.5

3,499.0

물가상승률(%)

△1.8

9.2

0.6

3.5

2.8

3.2

경상수지(십억 달러)

0.9

△4.3

△2.0

5.8

12.5

7.5

경상수지(GDP 대비 %)

2.1

△3.0

△0.9

1.9

3.8

2.2

경제개방도(GDP 대비 %)

111.4

152.2

178.8

208.3

210.4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 April”; World Bank, “WDI”(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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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혼합경제체제를 가진 공산주의 국가로서 1986
년 도이모이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후 수출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주도
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7년 1월 WTO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외
국인직접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과 FTA 및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대외통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베트남
의 2020년 GDP는 3,408억 달러로 아세안 10개국 중 네 번째 수준의 경제규
모를 가지고 있으며, 1인당 GDP는 3,499달러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
리핀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6.9%로 동기간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
고 있으며, 최근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다.

그림 3-7. 베트남 산업구조
(단위: GDP 대비 비중)

주: 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포함.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0(https://www.adb.org/publications/key-indicators-asiaand-pacific-2020, 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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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산업구조는 [그림 3-7]과 같이 2019년 기준 서비스업이 46.2%,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이 38.3%, 농업이 15.5%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의 산업 및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010년 78.9%에서 2019년 84.5%로 점차 증가하는 반면, 농
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
책과 더불어 소득 증대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표 3-17. 베트남 10대 교역국(2020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비 중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총 수출

348,020

73.9

총 수입

280,314

88.0

1

미국

83,212

23.9

중국

113,814

40.6

2

중국

78,475

22.5

한국

48,543

17.3

3

일본

22,042

6.3

일본

17,110

6.1

4

한국

20,579

5.9

싱가포르

12,437

4.4

5

홍콩

15,257

4.4

태국

11,059

3.9

6

독일

11,732

3.4

홍콩

10,968

3.9

7

네덜란드

6,916

2.0

대만

10,558

3.8

8

멕시코

6,614

1.9

미국

9,989

3.6

9

프랑스

6,136

1.8

말레이시아

7,354

2.6

10

캐나다

6,078

1.7

인도네시아

4,941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4).

베트남의 2020년 기준 10대 교역국에 대한 수출입 금액 및 비중은 [표
3-17]과 같다.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총 수출액은 3,480억 달러이며, 이 중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73.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46.4%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이 10대 수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20
년 기준 베트남의 총 수입액은 2,803억 달러로 이 중 10대 수입국에 대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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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수입이 총 수입 중 57.9%
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한국에 집중된 수입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10대
수출국 중 아세안 회원국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10대 수입국 중 4개 국가가 아
세안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베트남의 교역은 역외수출과 역내수입 중심으
로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표 3-18. 베트남 FDI 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80.0

118.0

126.0

141.0

155.0

161.2

증가율

5.3

28.3

6.8

11.9

9.9

4.0

GDP 대비 비중(%)

6.9

6.1

6.1

6.3

6.3

6.2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p. 240.

또한 베트남에 대한 FDI는 2008년 95.8억 달러를 기록한 후 소폭 감소하였
으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61.2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
를 기록하였다. 이는 베트남 GDP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나. 비즈니스 환경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개혁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중심의 수
출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저
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소득 상승에 따른 중산층 증가
로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 여건 개선으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
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2019
년 베트남의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그림 3-8]과 같이 세계 141개 국가 중 6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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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여 140개 국가 중 77위를 기록했던 2018년에 비해 10단계 상승했으
나, 2017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8. 베트남 글로벌 경쟁력지수 순위 변화 추이

주: 2010~17년 기간과 2018~19년 기간의 지표 산출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순위만을 제시함.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베트남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지수를 항목별로 세분화하면, [표
3-19]와 같이 12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19년 베
트남은 종합점수 및 순위가 상승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베트남은 원활한 ICT 보급과 내수시장 성장 측면(생산물시장, 시장규모)
에서 경쟁력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 반면, 기업 활력과 혁신역량, 기술 및 제도
적인 측면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장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 71

표 3-19. 베트남 국가경쟁력 평가: WEF
구분

2017
순위

종합순위

기본환경

인적자본

2018
점수

순위

2019
점수

순위

점수

55

51.2

77

58.0

50

64.6

제도

79

45.2

94

49.5

89

49.8

인프라

79

56.3

75

65.4

77

65.9

ICT 보급

79

44.3

95

43.3

41

69.0

거시경제 안정성

77

84.0

64

75.0

64

75.0

보건

67

83.1

68

81.0

71

80.5

기술

84

44.7

97

54.3

93

57.0

생산물시장

91

50.9

102

52.1

79

54.0

노동시장

57

31.2

90

55.6

83

58.2

금융시스템

71

43.1

59

62.3

60

63.9

시장규모

31

63.6

29

70.9

26

71.8

혁신

기업활력

100

56.5

101

53.7

89

56.5

생태계

혁신역량

71

10.9

82

33.4

76

36.8

시장

주: 1) 2017년 137개, 2018년 140개, 2019년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7년과 2018~19년 간에는 부문과 구성지표가 일부 변경되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2018, 2019(검색일: 2021. 6. 8).

그림 3-9. 베트남 WEF 글로벌 경쟁력지수 순위 및 점수
i)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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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계속
ii) 점수

주: 1) 2017년 137개, 2019년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7년과 2018~19년 간에는 부문과 구성지표가 일부 변경되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2018, 2019(검색일: 2021. 6. 8).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를 통해 베트
남의 전반적인 사업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2020년 비즈니스 환경 평가에서 베
트남은 전체 190개 국가 중 70위로 2015년에 비해 9단계 순위가 상승하였고,
종합순위는 2015년 대비 5.4점 상승한 69.8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종합
점수 산출을 위한 11개 지표20)를 살펴보면, 세금납부와 전력수급의 순위가
2015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반면, 재산권 등록과 계약이행, 부도해결 등의 순
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표별 점수도 [그림 3-10]과 같이 창업환
경과 전력수급,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세금납부의 5개 항목의 지표가 상승한
반면, 6개 항목의 지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베트남의 지표가 더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종합순위가 다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 11개 지표는 창업환경, 건축인허가, 전력수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세금납부, 국제교
역, 계약이행, 부도해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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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종합순위

79

90

82

68

69

70

창업환경

125

119

121

123

104

115

건축인허가

22

12

24

20

21

25

전력수급

135

108

96

64

27

27

재산권등록

33

58

59

63

60

64

자금조달

36

28

32

29

32

25

투자자보호

117

122

87

81

89

97

세금납부

173

168

167

86

131

109

국제교역

75

99

93

94

100

104

계약이행

47

74

69

66

62

68

부도해결

104

123

125

129

133

122

주: 2015~16년은 189개 국가를, 2017~20년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2020(검색일: 2021. 6. 7).

한편 2020년 기준 11개 지표 중 높은 순위를 기록한 지표는 건축인허가와
자금조달로 둘 다 190개 국가 중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의 건
축인허가 절차 중 공사 착공에서부터 건축 완료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당국의 접수 및 점검 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중
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신용 정보가 잘 관리될 뿐만
아니라 담보물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적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전력수급 부문에서도 27위의
우수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전력공사(EVN)로부터 전력수급
을 받기 위한 신청에서부터 계량기 설치 및 전력 연결 등 일련의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베트남의 비
즈니스 환경 중 부도해결 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업 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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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비즈니스 환경은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여
전히 비즈니스 경쟁력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업 활력 및 보건 부문 개선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0. 베트남 Doing Business 비즈니스 환경 순위 및 점수

i) 순위

ii) 점수

주: 2015년은 189개 국가를, 2020년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2020(검색일: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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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의 정의
베트남에서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으로 주목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며,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01년 11월 중소기업을 업종에 관계없이 자본금 100억
동 미만, 고용자 수 300명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하여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
하기 위해 내각에 중소기업발전협의회(MPI)를 설치하였으며, 기획투자부 장
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발전협의회는 중소기업 발
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기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관련사항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수차례 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18년 공표된
중소기업지원법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2017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이
전까지는 2009년에 공표된 법령(No.56/2009/ND-CP)에 따라 <표 3-21>과
같이 중소기업의 법적 정의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부터는 2018년 중
소기업지원법 가이드라인(No.39/2018/ND-CP)이 2009년 법령(No.56/2009/
ND-CP)을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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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베트남 중소기업의 정의
2017년 6월 11일 이전
분야

농림어업

산업 및
건설업

무역 및
서비스

소규모기업

소기업

중기업

(Micro)

(Small)

(Medium)

총 자본

-

200억 동 이하

고용자 수

1-10

11-200

기준

총 자본

-

200억 동 이하

고용자 수

1-10

11-200

총 자본

-

100억 동 이하

고용자 수

1-10

11-50

200억 동 초과
1,000억 동 이하
201-300
200억 동 이상
1,000억 동 이하
201-300
100억 동 이상
500억 동 이하
51-100

2017년 6월 11일 이후
분야

소규모기업

소기업

중기업

(Micro)

(Small)

(Medium)

1-10

11-100

101-200

총 수익

30억 동 미만

500억 동 미만

2,000억 동 미만

총 자본

30억 동 미만

200억 동 미만

1,000억 동 미만

1-10

11-100

101-200

기준
고용자 수

농림어업

(사회보험 가입)

고용자 수
산업 및

(사회보험 가입)

건설업

총 수익

30억 동 미만

500억 동 미만

2,000억 동 미만

총 자본

30억 동 미만

200억 동 미만

1,000억 동 미만

1-10

11-50

51-100

고용자 수
무역 및

(사회보험 가입)

서비스

총 수익

100억 동 미만

1,000억 동 미만

3,000억 동 미만

총 자본

100억 동 미만

500억 동 미만

1,000억 동 미만

주: MSME는 소규모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을 의미함.
자료: Decree No. 56/2009/ND-CP, Law No.04/2017/QH14; Decree No.39/2018/ND-CP.

구체적으로, [표 3-21]과 같이 2009년 법령은 소규모(Micro) 기업을 10인
이하의 고용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은 총 수익(revenue)이 아닌 고용자 수와
총 자본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2017년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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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발효된 중소기업지원법(No.04/2017/QH14)과 2018년 3월 공표된 법령
(No.39/2018/ND-CP)에서는 MSME(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는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직원 수가 연평균 200명 이하이며, 총 자
본금 1,000억 동 이하 또는 전년도 수익 3,000억 동 이하의 기준 중 하나를 충
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여러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부문이 기업 구분에 사용되며, 수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가
장 많은 고용자를 고용하는 부문이 사용된다.

2) 중소기업의 현황
이상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SME는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59
만 3,629개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기업의 97.2%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2018년 기준 도소매업 비중이 39.0%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서비스
(22.3%), 제조업(15.1%), 건설업(13.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Vietnam enterprise white book 2020”에 따르면, 영세기업(Micro)
을 제외한 베트남의 중소기업(SME)은 2018년 기준 21만 1,185개로 전체 기
업의 3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실제로 MSME 중 영세기업(Micro)
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업 소유 형태를 국영기업, 비국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2018년 말 기준 MSME 중 국영기업은 0.2%, 비국영
기업(민간기업과 부분민영화 기업, 합작기업 포함)은 97.8%, 외국인투자기업
은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MSME 중 대부분이 비국영기업 형태로 운
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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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베트남 MSME 기업
(단위: 만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기업

27.9

32.4

34.6

37.3

40.2

44.2

50.5

56.0

MSME

27.2

31.7

33.9

36.5

39.4

43.3

49.5

54.4

MSME 비중

97.5

97.6

97.7

97.8

97.9

98.0

98.0

97.1

국영기업 비중

0.7

0.6

0.6

0.5

0.5

0.4

0.3

0.2

소유

비국영기업 비중

97.2

97.1

97.3

97.2

97.3

97.4

97.4

97.6

형태

외국인투자

2.1

2.3

2.1

2.2

2.2

2.2

2.3

2.2

기업 비중

자료: ADB, 베트남 통계청(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0).

또한 산업분야별 점유율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무역 및 건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은 2007년 18.6%에서
2018년 15.1%로 19.0% 감소한 반면, 기타 서비스는 2007년 16.1%에서 2018
년 22.3%로 38.9% 증가하는 등 MSME의 산업별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으로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11. 베트남 MSME의 산업분야별 점유율(기업 수 기준)
(단위: %)

2007년

2018년

자료: ADB, 베트남 통계청(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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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용자 측면에서 MSME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전체 고용자 수는 1,482만 명이며, MSME의 고용자 수는
562만 명으로 전체 고용자 중 38.0%를 MSME가 고용하고 있다. 이처럼 MSME
의 고용자 수는 2007년 대비 연평균 6.4%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
체 고용자 중 MSME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어 베트남에서 대기업의 고용이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Vietnam enterprise white book 2020”에 따르면, 소규모(Micro)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고용자 수는 2018년 기준 417만 7,341명으로 전체 기업의
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3-23. 베트남 MSME의 고용자 수
(단위: 십만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고용자

97.4

108.2

110.1

114.6

120.5

128.6

140.1

145.2

148.2

MSME

43.9

50.6

51.1

51.8

53.2

56.8

62.1

55.4

56.3

MSME 비중

45.1

46.8

46.4

45.2

44.2

44.2

44.3

38.1

38.0

자료: ADB, 베트남 통계청(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0).

또한 산업분야별 점유율은 2018년 기준으로 제조업(26.4%)이 가장 많고 도
소매업(26.1%)과 건설업(18.6%)이 뒤를 잇고 있다. 이를 2007년과 비교하였
을 때, 제조업은 32.6%(2007년 39.2%에서 2018년 26.4%로) 감소한 반면,
기타 서비스는 89.4%(9.5%에서 18.0%), 도소매업은 31.0%(2007년 19.9%
에서 2018년 2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수로 살펴본 산업별 구조와
마찬가지로 MSME의 산업별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으로 점
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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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베트남 MSME의 산업분야별 점유율(고용자 수 기준)
(단위: %)

2007년

2018년

자료: ADB, 베트남 통계청(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0).

라. 중소기업 정책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1986년) 이후 1990년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허용
하는 법이 제정되고,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한 민영화 원칙이 시행되는 등 국
영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경제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국영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해 1998년 민영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투자촉진법 제정과 더불어 1999년 국
내 민간기업 운영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법
이 제정되는 등 민간기업 설립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특히 1999
년 제정된 기업법의 시행으로 인해 신규 민간기업 설립 시 기존 정부 승인제에
서 등록제로 변경되었고, 145개 업종에서 사업 허가제도가 폐지되는 등 민간
기업 설립요건이 완화되었다. 이후 베트남은 1999년 제정된 기업법에 외국인
투자와 국가 관리 규제, 소유부문 규제 등을 추가하여 2005년 신투자법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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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업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내·외국인 투자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
별을 철폐하고자 하였다.
한편 베트남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역사는 길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으로 주목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며,
특히 2001년 중소기업의 명확한 정의 및 중소기업 개발기관 설립 등 중소기업
의 법적 기반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이뤄졌다. 이후 2009~10년에 정부는 중
소기업 개발 기금(SME Development Fund)과 신용 보증 기금(Credit
Gurantee Fund), 규제 단순화, 토지 및 사업장에 대한 접근(CIEM)성 개선 등
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개발 은행
(ADB)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지원기금의 법적 틀을 설정한 최초의 5개년 중
소기업 정책 계획(2011~15년 중소기업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6~
20년 중소기업 개발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최소한 100만 개의 등록 기업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19년 10월 기획투자부(MPI)에 의해 제안된 기업부문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무총리의 계획은 2025년까지 최소 150만 등록 기업
과 2030년까지 200만 등록 기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베트남은 2015년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 2017년 중소
기업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No.39/
2018/ND-CP)이 2018년 공표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법은 법률적으로
중소기업의 정의를 준수하는 기업에 신용보조금 및 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접근
성 지원, 특혜 세금 및 규제제도, 사업장에 대한 접근성 지원, 기술 획득 및 기
술개발 지원, 컨설팅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지원, 인적자원 개발지원 등의 다양
한 정책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 중 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접근성 지원과 중소
기업에 대한 낮은 법인 소득세 적용, 소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절차 및 회계 제
도 간소화 등과 같이 국회에서 승인한 특혜 조세제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항
들이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또한 혁신 신생기업 및 산업 클러스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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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소기업과 같이 특정 대상 그룹에게는 신용 및 임대 보조금을 통한 토지
및 부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베트남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베트남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정책

목표 및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개선을 위한 지원

2020년까지 기술혁신

신기술 및 첨단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IT 및 통신 시스템 구축

(Decision No.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관리 및 교육 제공

677/QD-TTg, 2011)
기술 및
혁신 부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진 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
2025년까지 국가혁신 창업

조성이 목표
교육, 인큐베이션, 네트워킹 지원

생태계 지원 정책

전국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포털 구축

(Decision No.

서비스, 시설, 기술인프라, 통신 서비스 및 스타트업

844/QD-TTg, 2016)

투자 제공 기관에 자금 제공
2016-2025년 지원 산업
산업지원 부문

기업이 국내외 고객(부품 및 예비 부품/섬유,
의류, 신발/첨단 산업의 3개 분야)의 공급 업체가

개발 프로그램
(Decision No.68/QD-TTg,

되도록 지원
대상 기업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00개 기업

2017)
기획투자부
(Circular No.
인적자원개발

05/2019/TT-BKHDDT)

부문

재정부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활동의 계획, 조직,
관리 및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침

(Circular No.
49/2019/TT-BTC)
중소기업지원법 19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투자
부문

중소기업 투자에 관한 법령
(Decree No.
38/2018/ND-CP)

투자지침 제공
벤처 캐피털 펀드 설립, 운영 및 관리
과학기술 발전 기금의 사용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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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계속
정책

목표 및 내용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선택 및 필수 과정으로

2025년까지 학생 창업
지원계획
(Decision No.
교육 부문

1665/QD-TTg, 2017)

기업가 정신 및 혁신 학습/훈련 제공
미디어, 컨퍼런스, 축제 이벤트, 포럼, 웹 사이트
등을 사용하여 기업가 정신을 홍보
기업가 정신 및 혁신 학습에 대한 강사, 코치,
멘토 훈련
관련 학습 자료 개발 및 출판

2017-2020 학생 창업지원
및 2025 비전 지원
(Decision No.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 및 훈련
제공

1230/QD-BGDDT, 2018)
청년창업

국가 청년 창업 프로그램

부문

2016-2021

전자상거래
부문

국가 전자상거래 개발
프로그램 2014-2020
(No. 689/QD-TTg, 2014)

조언과 지원, 창업가의 경험과 도움,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현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동을 육성
전자 상거래 기업 활동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응용 프로그램 및 판매 솔루션 배포,
국가 간 전자상거래 시장 개발을 장려

2020년까지 베트남 기업
생산성 품질
부문

상품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베트남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한 국가 프로그램
(Decision 712/QD-TTg,

표준, 기술 규정, 관리 시스템, 모델 및 도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

2010)
자료: AD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0).

마.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평가
베트남은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오랜 노력과 더불어 2000년 이후
정책대상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한 국영화의 필요성이 양립하고
있어 베트남의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
히 일부 민간 기업들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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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간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이들은 토지이용, 자금조달, 세제, 승인절차, 인적자원 확보, 정보접근 등에
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들은 사업기회를 상실하거나
자본 축적 및 수익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경험한다.
이러한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OECD
에서 제공하는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지수(ASPI: ASEAN SME Policy Index)
를 살펴보면, [그림 3-13]과 같이 베트남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체로 아세안 회
원국들의 부문별 중위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8개 부문 중 중소기업 환경정책 및 인센티브 부문은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태국의 3개 국가 다음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
면, 기업가 교육 및 기술 부문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중위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
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포용적 기업가 정신 부문
도 아세안의 중위수가 2.77인 반면, 베트남은 2.43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
으며, 특히 사회적 기업의 시행 측면과 포용적 기업가 정신에서 청년을 위한 포
용적 중소기업의 관리와 혁신에 대한 측면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법률, 규제 및 세금과 제도적 프레임 워크는 아세안 중위수에 근접한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 금융접근, 시장 및 국제화 접근, 생산성, 기술 및 혁
신은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중소
기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 및 포용적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위
한 관리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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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베트남 SME 정책 인덱스 2018 스코어

주: 각 항목 점수의 범위는 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개발 및 실행수준이 더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OECD and ERIA, “SME Policy Index: ASEAN 2018,” p. 456.

3. 태국
가. 경제개괄
태국은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미얀마와 라오스,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태국의 인구는 2020년 기준 6,980만 명으로 베트남(2020
년 기준 9,741만 명)에 이어 아세안(아세안)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면
적은 513,120㎢로 한반도의 약 2.3배(남한의 5.1배)에 달한다.
이러한 지형은 농업환경에 유리한 평야와 기후로 인해 경제성장에 이점을
갖고 있으며, 1960~70년대 일본의 자동차 및 전자업체들의 진출과 화교자본
의 서비스산업 투자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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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태국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0

2010

2015

2018

2019

2020

인구(백만 명)

63.0

67.2

68.7

69.4

69.6

69.8

인구증가율(%)

1.0

0.5

0.4

0.3

0.3

0.3

GDP(십억 달러)

126.1

340.9

401.1

506.4

544.2

501.9

경제성장률(%)

4.5

7.5

3.1

4.2

2.3

△6.1

1인당 GDP(달러, 명목)

2,003.6

5,073.7

5,837.8

7,293.9

7,815.4

7,190.4

물가상승률(%)

1.7

3.3

△0.9

1.1

0.7

△0.8

경상수지(십억 달러)

9.3

11.5

27.8

28.4

38.2

16.5

경상수지(GDP 대비 %)

7.4

3.4

6.9

5.6

7.0

3.3

경제개방도(GDP 대비 %)

121.3

127.3

124.8

120.9

109.6

97.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 April”; World Bank, “WDI”(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6).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의 상대적 평가절상은 미국 자본에 투자한 일
본 자금의 큰 손실과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졌고, 이에 일본 기업들이 수출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이 갖춰진 태국에 추가적으로 진출하면서 섬유, 경
공업,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다양한 태국 산업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태국의 2020년 GDP는 5,019억 달러로 아세
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1조 596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갖
게 되었으며, 1인당 GDP는 7,190달러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다
음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경
제성장률은 3.4%로 2018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20년
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1%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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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태국 산업구조
(단위: GDP 대비 비중)

주: 1) 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포함.
2) GDP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산업구조는 산업별 비중의 합이 100%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 차이는 순생산물세에 기인함.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1. 7. 16).

태국의 산업구조는 [그림 3-14]와 같이 2020년 기준 서비스업이 58.3%, 광
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이 33.1%, 농업이 8.6%를 각각 차지하고 있
다. 또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태국의 산업 및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12년 88.5%에서 2020년 91.4%로 점차 증가하는 반면, 농업
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
과 소득 증대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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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태국 10대 교역국(2020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비중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총 수출

229,198

66.1

총 수입

208,762

69.0

1

미국

34,121

14.9

중국

50,211

24.1

2

중국

29,535

12.9

일본

27,851

13.3

3

일본

22,685

9.9

미국

15,155

7.3

4

홍콩

11,162

4.9

말레이시아

10,339

5.0

5

베트남

11,068

4.8

대만

8,253

4.0

6

호주

9,719

4.2

한국

7,697

3.7

7

싱가포르

9,387

4.1

싱가포르

7,599

3.6

8

말레이시아

8,669

3.8

인도네시아

5,876

2.8

5,562

2.7

5,525

2.6

9

인도네시아

7,536

3.3

10

스위스

7,532

3.3

아랍에미리트
연합
베트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9).

태국의 2020년 기준 10대 교역국에 대한 수출입 금액 및 비중은 [표 3-26]
과 같다. 2020년 기준 태국의 총 수출액은 약 2,292억 달러이며, 이 중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66.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이 37.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기
준 태국의 총 수입액은 2,088억 달러로 이 중 10대 수입국에 대한 수입이 6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입이 총 수입 중 37.4% 비
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수입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10대 수출국 중 아세안 회원국은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
개국이 존재하며, 10대 수입국 중 아세안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
도네시아, 베트남 4개 국가로 역외수출과 역내수입이 조화롭게 분포하는 특징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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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태국 FDI 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건수)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147.5

89.3

34.9

82.9

131.9

48.2

증가율

130.1

79.3

△60.9

137.5

59.1

△63.5

GDP 대비 비중

4.3

2.2

0.8

1.8

2.6

0.9

자료: World Bank, “WDI”(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9).

태국에 대한 FDI 유입은 2010년 147.5억 달러를 기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
고 있으며, 2018년 131.9억 달러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19년 48.2억 달러
로 하락하여 GDP의 약 0.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비즈니스 환경
태국은 수출주도 제조업과 높은 투자율로 인해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
고, GDP에서 차지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에 비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었고, 인
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 내수 시장과 더불어
향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2019년 태국의 글로
벌 경쟁력지수는 [그림 3-15]와 같이 세계 141개 국가 중 40위를 차지하고 있
어, 2014년 31위에 비교해 다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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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태국 글로벌 경쟁력지수 순위 변화 추이

주: 2010~17년 기간과 2018~19년 기간의 지표 산출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순위만을 제시함.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9).

태국의 2019년 글로별 경쟁력지수를 항목별로 세분화하면, [표 3-28]과 같이
12개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019년 태국의 종합점수
는 7.4점 상승한 68.1점이나, 종합 순위는 다소 하락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감소
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 그리고 내수시장(생산
물, 노동시장, 금융, 시장규모)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혁신생태계(기업활력, 혁신혁량) 측면 등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표 3-28. 태국 국가경쟁력 평가: WEF
구분

2017
순위

종합순위
제도

2018
점수

2019

순위

점수

순위

점수

32

60.7

38

67.5

40

68.1

78

43.4

60

55.1

67

54.8

기본

인프라

43

62.2

60

69.7

71

67.8

환경

ICT 보급

61

46.5

64

56.6

62

60.1

거시경제 안정성

9

89.2

48

89.9

43

90.0

보건

90

80.1

42

87.3

38

88.9

기술

57

59.2

66

63.0

73

62.3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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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계속
구분

2017

생산물시장

33

2018
40.2

92

2019
53.4

84

53.5

노동시장

65

60.5

44

63.3

46

63.4

금융시스템

40

80.5

14

84.2

16

85.1

시장규모

18

69.0

18

74.9

18

75.5

혁신

기업활력

42

76.5

23

71.0

21

72.0

생태계

혁신역량

50

21.6

51

42.1

50

43.9

시장

주: 1) 2017년 137개, 2018년 140개, 2019년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7년과 2018~19년 간에는 부문과 구성지표가 일부 변경되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2018, 2019(검색일: 2021. 7. 19).

그림 3-16. 태국 WEF 글로벌 경쟁력지수 순위 및 점수
i) 순위

ii) 점수

주: 1) 2017년 137개, 2019년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7년과 2019년 간에는 부문과 구성지표가 일부 변경되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2018, 2019(검색일: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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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를 통해 태국
의 전반적인 사업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2020년 비즈니스 환경평가에서 태국
은 전체 190개 국가 중 21위로 2015년에 비해 5단계 순위가 상승하였고, 종합
점수는 2015년 대비 4.8점 상승한 80.1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11개 지표21)를 살펴보면, 창업환경, 전력수급,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부도해결 등의 순위가 2015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반면, 건축인허가, 재
산권등록, 국제교역 등의 순위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표별 점
수를 살펴보면, [그림 3-17]과 같이 창업환경, 전력수급, 자금조달, 투자자보
호, 부도해결 5개 항목의 지표가 상승한 반면, 나머지 6개 항목의 지표는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태국 비즈니스 환경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종합순위

26

49

46

26

27

21

창업환경

75

96

78

36

39

47

건축인허가

6

39

42

43

67

34

전력수급

12

11

37

13

6

6

재산권등록

28

57

68

68

66

67

자금조달

89

97

82

42

44

48

투자자보호

25

36

27

16

15

3

세금납부

62

70

109

67

59

68

국제교역

36

57

56

57

59

62

계약이행

25

56

51

34

35

37

부도해결

45

49

23

26

24

24

주: 2015~16년은 189개 국가를, 2017~20년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2020(검색일: 2021. 7. 19).

21) 11개 지표는 창업환경, 건축인허가, 전력수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세금납부, 국제교
역, 계약이행, 부도해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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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태국 Doing Business 비즈니스 환경 순위 및 점수
i) 순위

ii) 점수

주: 2015년은 189개 국가를, 2020년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2020(검색일: 2021. 7. 19).

다.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의 정의
태국 정부가 최초로 중소기업 정의를 공식화한 것은 2000년 「중소기업진흥
법」을 제정하면서이다.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표 3-30]의 (1)과 같이 종업
원 기준과 고정자산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20년이 지난 2019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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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이 개정되면서 (2)와 같이 개정되었다. 즉 고용자 수 및 매출에 따라
영세기업, 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구분되며 제조업과 서비스 및 유통업 간에 다
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제조업은 200인 이하의 기업이 모두 포함되고
서비스업 및 유통업은 100인 이하의 기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기준이 바뀐 이유는 태국 경제의 변화이다. 2000년 당시 법률에 따
르면 제조업 기준으로 자본금 2억 바트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결정된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 시기는 2000년 이후 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회복을 시작하던 해였다. 그리고 이후 태국 경제는 20년 동안
연평균 4% 이상 성장하였고 물가도 상당부분 상승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지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수가 과소 측정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법률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금액을 사용하여 규정할 경우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금액 단위인
자본금 기준을 생략하게 된 것이다. 다만 매출기준을 넣은 것은 범위를 넣게 하
여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한편 고용자 수 기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유통업을 차별화하였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 기업들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게 된 것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30. 태국 중소기업의 정의
(1) 2019년 12월 이전
분야
제조업(농업)

서비스업

기준

소기업

중기업

총 자본

5천만 B 미만

5천만~2억 B

고용자 수

50인 미만

51~200인

총 자본

5천만 B 미만

5천만~2억 B

고용자 수

50인 미만

51~2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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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계속
분야
유통: 도매업

유통: 소매업

기준

소기업

중기업

총 자본

5천만 B 미만

5천만~1억 B

고용자 수

25인 미만

26~50인

총 자본

3천만 B 미만

3천만~6천만 B

고용자 수

15인 미만

16~30인

(2) 2019년 12월 이후 MSME 기준
분야

기준

영세 기업

소기업

중기업

수입

180만 B 미만

180만~1억 B

1억~5억 B

고용자 수

1~5인

6~50인

51~200인

서비스업 및

수입

180만 B 미만

180만~5천만 B

5천만~3억 B

유통업

고용자 수

1~5인

6~30인

31~100인

제조업(농업)

주: MSME(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는 영세, 소기업 및 중기업을 각각 의미함.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2) 중소기업의 현황
태국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2020년 새롭게 정립되었으나 2021년 7월 현
재 신규 정의에 따른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 현황을 제
시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지표들은 2000년 정의된 기존 분류를 사용하였다.
태국 중소기업의 비중은 [표 3-31]과 같이 2018년 현재 전체 기업의 99.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6년 99.6%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
다. 때문에 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태국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2018년 현재 85.5%로 나타났다. 이
는 2010년 77.9%에서 크게 상승한 비율로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한편 이 기간 중 기업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2%p 상승한 반
면 고용자 수 비율은 7.6%p 상승한 것을 비추어볼 때 중소기업의 규모가 커지
고 개별 고용인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개별 중소기업의 고용자 수
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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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태국 MSME 기업의 수
(단위: 천 개,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2,925

2,774

3,014

3,054

3,084

MSME

2,913

2,766

3,005

3,047

3,078

대기업

9.14

7.16

9.03

6.66

6.46

MSME 비중

99.6

99.7

99.7

99.8

99.8

MSME 증가율

0.6

1.1

8.6

1.3

1.0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표 3-32. 태국 MSME 기업의 고용자 수
(단위: 만 명,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1,350

1,336

1,478

1,530

16,32

MSME

1,051

1,075

1,175

1,309

1,395

대기업

299

261

303

221

237

MSME 비중

77.9

80.4

78.5

82.2

85.5

MSME 증가율

8.3

2.4

9.3

3.3

4.7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태국 중소기업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현재 GDP의 43%에 해당
된다. 이는 2010년 39.4%에 비하여 4%p 상승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성장률
은 5.0%로 전체 명목 GDP 성장률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액은 2018년 현재 2조 326억 바트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8.7%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27.3%에 비하여 1.4%p 상
승한 수준이고 2019년에는 30.6%로 더욱 상승하였다.
한편 산업별로 태국 중소기업의 비중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42%로 가장 높고 기타서비스업이 40%이며 제조업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용자 수를 보면 기타서비스업이 43%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소매업
32%이고 제조업이 24%이다. 이렇게 기업 수와 고용자 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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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제조업의 기업당 고용인원이 타 산업 분야에 비하여
많기 때문이다.
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 현황이 [표 3-35]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
르면 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8년 현재 GDP 대비 31.6%에 해당되
고 대체로 2016~18년 사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2010년에는 39.0%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급격하게 은행신용 증가율이 둔화된 것에 비하여 2010년 신용 제공이 회복되
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NPL은 2010~18년까지 4%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전체 NPL 평균 4.6%에 비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 신용 분배를 살펴보면 기타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이 35.5%로 가
장 높고, 이어서 도소매서비스업이 28.5%이면 제조업이 20.4%로 이들 3개 부
분이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출 비율은 대체로 중소기업
고용자 수 비율 순서와 같게 나타났다. 즉 고용자 수 비율은 기타서비스업이 가
장 크고 이어서 도소매업과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3-33. 태국 MSME 기업의 생산액
(단위: 십억 B, %, 천 B)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MSME 생산액

4,259

5,631

6,099

6,558

7,014

GDP 기여도

39.4

41.0

41.9

42.4

43.0

성장률

10.4

7.0

8.3

7.5

7.0

노동생산성

405.3

523.9

519.2

501.0

502.8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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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태국 MSME 기업의 수출액
(단위: 십억 B,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MSME 수출액

1,669

1,978

2,191

1,990

2,326

총수출 비중

27.3

28.2

29.0

28.9

28.7

증가율

3.6

0.3

7.5

5.8

0.5

30.65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그림 3-18. 태국 업종별 MSME 기업 수 및 고용자 수(2018년 기준)
(단위: %)

ii) 고용자 수 비중

i) 기업 수 비중

주: 1) 기업의 수 및 고용자 수 자료에는 건설업 및 운송업, 기타 산업에 대한 자료가 제외됨.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표 3-35. 태국 상업은행의 MSME에 대한 신용 현황
(단위: 십억 B,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신용 규모

3,594

5,974

6,096

6,288

6,560

총신용 대비 비중

30.9

33.5

32.9

31.5

31.8

GDP 대비 비중

25.9

33.7

32.3

32.3

31.6

신용증가율

39.0

9.4

2.0

3.2

4.3

NPL 규모(십억 B)

153

164

205

220

230

NPL 비율(%)

5.4

3.5

4.4

4.5

4.6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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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태국 상업은행의 MSME 업종별 신용 비율
(단위: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농림어업

2.5

1.9

1.8

1.7

1.6

제조업

25.8

21.8

20.6

21.0

20.4

운수통신업

2.6

3.2

2.8

2.4

2.5

건설업

3.9

3.2

3.5

3.4

3.7

도소매서비스업

27.9

29.3

29.4

28.9

28.5

기타서비스업

34.2

34.6

34.9

35.7

35.5

기타

3.1

6.0

7.0

7.1

7.8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라. 중소기업 정책
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2000년 이전에는 매우 미비하였다. 당시만 해도 태
국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후 태국 내 여러 대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면서 중소기업
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금융위기 극복을 시도하면서 중소기
업 관련 정책이 입안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태국 중소기업 정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0년 제정된 「중소기업
진흥법」 제정이었다. 동 법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
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구로 중소기업진흥위원회(Board of SME promotion)
를 설립하였고,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실무 기구로 중소기업진흥청
(OSMEP: Offi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을 설립
하였다.
중소기업진흥위원회는 내각 수상이 위원장을 맡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소기업진흥청은 준정부기관으로 자율성을 갖고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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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등장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가 바로 중소기
업개발은행(SME Development Bank of Thailand)이었다. 2002년 설립된
중소기업개발은행은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설립되어 중소기업 전문 은행
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진흥청은 매 5년마다 중소기업 발전 계획(SMEs Promotion Plan)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이
매 5년마다 중소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
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년 동안 계속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및 경쟁
력 강화, 인력양성 등 관련 이슈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
문이다.
다만 아세안의 통합이나 주변 국가 즉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경제통
합이 이뤄지면서 이들 기업과의 협력 문제 등 새로운 이슈가 추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1차 및 2차 단계에서는 주로 태국 내의 중소기업들끼리 생산성 향상
문제를 다루었지만 2012년 이후 아세안 차원의 각종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이
슈가 등장하고, 디지털경제의 도입으로 이를 고려하는 몇몇 이슈가 추가되었다.
사실 태국 중장기 발전계획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태국에서만 발견되는 현상
이라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태국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정책 중의 하나는 금융발전 계획에 중소
기업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태국 정부는 매 5년마다 발
표하는 금융부문 발전계획의 3차 계획에서(Financial Sector Master Plan
Phase Ⅲ 2016-2020)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선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개선을 중요 이슈로 선정하였다.
많은 개도국의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서비스 활용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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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더욱이 최근 핀테크의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이 도입
되므로 이 정책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함께 도
입된 Payment System Roadmap 도 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QR코드를 통한 대금지급은 금융포용에 해당되고 또 지급결제 개
선에도 해당되어 소상인들의 대금 관리에 편리성을 높여 주는 서비스이다. 또
한 신용분석 프로그램의 개선은 이들의 자금조달 문제를 크게 해결해줄 수 있
는 서비스이다.

표 3-37. 태국 중소기업진흥회 중기발전 목표
기간

중기 목표
중소기업 핵심경제 및 사회 메커니즘 활성화

2002~2006*
st

1 SMEs
Promotion Plan

비즈니스 운영의 장애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수출 분야 역량 강화
기업가 양성
커뮤니티 기업 역할 홍보
기업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촉진

2007~2011
st

2 SMEs
Promotion Plan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및 혁신 역량 증대
무역 분야의 효율성 증대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 및 가치창출 증대
지역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비즈니스 운영에 활성화 요인 개발

2012~2016
st

3 SMEs
Promotion Plan

중소기업 활성화 요인 및 긍정적 비즈니스 환경 개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균형적 성장 촉진
국제 경제통합을 위한 중소기업 비즈니스 역량 구축 및 강화
생산성, 기술, 혁신 증대
자본접근성 증대

2017~2021
st

4 SMEs
Promotion Plan

국제화 및 시장접근성 증대
기업가 정신 개발 및 촉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규제, 법률 및 특혜 개정
중소기업 클러스터 홍보
근본적 기업 강화

주: SME는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로 중소기업을 의미함.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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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태국 중소기업 주요 정책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주관기관

MSME 관련 내용
National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가 장기 전략
1)

지속적 경제발전 추진

2)

인적자원 개발

3)

녹색성장 기반 삶의 질 향상

4)

공공의 이익 중심의 국정 개혁

1)

인적 자본 잠재력 강화

2)

불평등 완화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성장

Economic and

4)

공공행정, 부패방지, 정책 개선

Development

5)

인프라 및 물류 선진화

6)

과학, 기술, 연구 증대

7)

지역, 도시 및 경제 구역 개발

8)

국제협력

1)

기술 클러스터 및 미래 산업 개발

Thailand 4.0

2)

기업가 육성 및 혁신 중심기업 네트워크 개발

(2016)

3)

지역 메커니즘을 통한 내부경제 활성화

4)

아세안 통합과 세계 공동체 연결

Strategy
2018-2037 and
Master plan
(2019)

The Twelfth
National

Plan
(2017-2021)

NESDB

NESDB

Gov.

금융접근성
전략 방향
1)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Phase Ⅲ
(2016-2020)

2)

대체 자금 채널(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및 벤처캐피털)
접근성 및 전자 금융거래 촉진
중소기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표준화된 QR코드, 저비용 자금 이전 서비스)

3)

중소기업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 메커니즘 개발

4)

국가 신용 평가 서비스 제공 및 사용 촉진

5)

BOT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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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주관기관

금융접근성
중소기업 관련 전략:

Payment
System

1)

상호 운용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인프라 개발

Roadmap No. 4

2)

사용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혁신의 개발 촉진

(2019-2021)

3)

안정성 유지, 건전한 위험관리, 대응적 감독 및 검사 수행

Policy
Guidelines for
the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gards to SMEs
(2016-2020)

1)

저비용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촉진

2)

대상산업(혁신, 녹색 및 농업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3)

금융상품 개발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4)

금융지식 제공

BOT

FPO

주: NESDB=Office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OSMEP=Offi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FPO=Fiscal Policy, Ministry of Finance, BOT=Bank of Thailand,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검색일: 2021. 7. 20).

마.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평가
태국의 중소기업은 아세안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은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
거의 모든 분야의 평가지표가 아세안의 평균을 초과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성, 기술 및 혁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시
장 및 국제화 접근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금융접근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정
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미 태국은 2000년
에 중소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1997
년 많은 태국의 대기업이 차입 중심의 경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결과 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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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국이 되었고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하여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다만 태국이 향후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년간 태국의 생산성이 크
게 개선되지 않고, 1인당 소득이 변화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중소기
업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즉 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을 FDI를 통한 해외 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이 미진하고, 이것이 특히 중
소기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국 중소기업들의 혁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림 3-19. 태국 SME 정책 인덱스 2018 스코어

주: 각 항목 점수의 범위는 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개발 및 실행수준이 더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OECD and ERIA, “SME Policy Index: ASE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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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가. 경제개괄
인도는 2020년 현재 인구 14.0억의 대국인 가운데, 아직도 인구증가율이
1.0%를 기록하여 계속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이다. 비록 인구증가율이
2000년의 1.7% 수준에 비하여 하락하였지만 세계 평균인 1.1%에 근접한 수
준이다.
인도의 1인당 소득은 2,191달러로 세계은행 기준의 1인당 소득기준 분류상
중-저소득국가에 속하며 IMF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45위에 해당한다.22)

표 3-39. 인도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0

2010

2015

2018

2019

2020

인구(백만 명)

1,056.6

1,234.3

1,310.2

1,352.6

1,367.6

1,378.6

인구증가율(%)

1.8

1.4

1.1

1.0

1.1

0.8

GDP(십억 달러)

476.6

1,708.5

2,103.6

2,701.1

2,870.5

2,708.8

경제성장률(%)

4.0

10.3

8.0

6.5

4.0

△8.0

1인당 GDP(달러, 명목)

451.1

1,384.2

1,605.6

1,997.0

2,098.9

1,964.9

물가상승률(%)

3.8

10.5

4.9

3.4

4.8

6.2

경상수지(십억 달러)

△2.7

△47.9

△22.1

△57.2

△24.6

27.3

경상수지(GDP 대비 %)

△0.6

△2.8

△1.1

△2.1

△0.9

1.0

경제개방도(GDP 대비 %)

26.90

49.26

41.92

43.40

39.55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 April”; World Bank, “WDI”(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4).

22) 세계은행은 세계 218개국을 미달러 기준 1인당 소득에 따라 고소득국가 (12546달러 이상), 중고소득
국가 (4036-12535달러), 중저소득국가 (1036-4045달러), 저소득국가(1035달러 이하)로 구분한다.
이때 고소득국가는 83개국, 중고소득국가 56개, 중저소득국가 50개국, 저소득국가 29개국 등으로 분
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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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다. 2000~20
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6.4%로 인도가 속한 중저소득국가의 같은 기간 연평
균 GDP 성장률 5.6%를 초과하였다. 특히 2013~18년까지 인도는 6~8%의 높
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인도의 소비자물가는 2000년대 들어 4%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13년까지 10%대의 높은 수준을 경험한 이후 2014년부터 점차 하락하
여 2015~19년까지 4%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인도의 대외수지는 2005년 이후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상수지/GDP 비율이 2005~07년까지는 1%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1~13년에는 305% 수준까지 확대되었다가 2014년
부터는 2%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20. 인도 GDP 성장률과 중저소득 국가의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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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인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1. 6. 4).

그림 3-22. 인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단위: GDP 대비 비중)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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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인도 산업구조
(단위: GDP 대비 비중)

100%
90%
80%
70%

45.0

45.4

46.3

46.7

47.8

47.8

47.7

47.9

48.8

49.4

30.7

30.2

29.4

28.4

27.7

27.3

26.6

26.5

26.1

24.8

17.0

17.2

16.8

17.1

16.8

16.2

16.4

16.4

15.4

16.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

서비스업

60%
50%
40%
30%
20%
10%
0%
농업

주: 1) 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포함.
2) GDP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산업구조는 산업별 비중의 합이 100%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 차이는 순생산물세에 기인함.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1. 6. 4).

인도의 산업구조는 크게 [그림 3-23]과 같다. 2019년 기준으로 농업이
16.0%를 차지하고,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전기수도가스업을 합한 산업의 비
중이 24.8%, 서비스업이 49.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대 들어 인도의 산업구조는 변화하였다. 가장 먼저 농업의
비중이 2000년 21.6%에서 16.02%로 5.4% 하락하였다. 또한 산업의 비중은
2007년 27.3%에서 2019년에는 24.78%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42.7%에서 49.4%로 상승하였다.
한편 산업에 포함된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 15.9%에서 2006년 17.3%까
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9년에는 13.7%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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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인도 대외개방도
(단위: GDP 대비 비중)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1. 6. 4).

인도는 지난 2000년 이후 계속하여 대외개방도를 높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 국가에 해당한다. 대외개방도((수출+수입)/GDP 비율)는 2000
년 26.9%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점차로 상승하여 2012년에는 55.8%까지 상
승하였다. 이후 점차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이러한 대외개방도는 전 세계 평균 및 인도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중저소득국가 평균 값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비록 2000년대 초반
에 비하여 세계 평균값 및 중저소득국가 평균 값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그 차
이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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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인도 수출과 수입
(단위: GDP 대비 비중)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1. 6. 4).

인도의 수출증가율은 200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3%의 높은 성장률
을 보여주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수출증가율 4.6%의 2배가 넘고, 중
저소득국가 연평균 수출증가율 8.1%를 초과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간별로
보면 2015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세계 평균 및 중저소득국
가의 수출증가율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3-26. 인도 수출증가율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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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인도 수출 중 제조업의 비중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검색일: 2021. 6. 4).

나. 비즈니스 환경(정치, 산업, 교역, 투자 등)
인도의 전반적인 사업환경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
는 ‘Doing Business’를 통해 평가해 볼 수 있다.
2020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인도는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63위로 나타
난다. 이는 2015년 142위(189개 국가 중)에서 매우 크게 개선된 결과이다. 인
도라는 거대한 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이 단기간에 이렇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은
인도의 개혁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표 3-40]과 같이 10가지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분야별로 상당히 큰 차이
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건축인허가, 전력수급,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등에서는 20위권 근처를 보여주고 있으나 창업환경이나 재산권 등록 및 세금
납무, 계약이행 부문 등에서는 아직도 110위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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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인도 비즈니스 환경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종합순위

142

130

130

100

77

63

창업환경

158

155

155

156

137

136

건축인허가

184

183

185

181

52

27

전력수급

137

70

26

29

24

22

재산권등록

121

138

138

154

166

154

자금조달

36

42

44

29

22

25

투자자보호

7

8

13

4

7

13

세금납부

156

157

172

119

121

115

국제교역

126

178

143

146

80

68

계약이행

186

133

172

164

163

163

부도해결

137

136

136

103

108

52

주: 2015~16년은 189개 국가를, 2017~20년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2020(검색일: 2021. 6. 7).

한편 2020년과 2015년의 지표는 매우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과 같이 이미 상당히 순위가 높은 투자자보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
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인허가, 전력수급, 국제교역, 부도해
결 등의 분야에서 120위권 이상에서 50위권 이상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인도 Doing Business 비즈니스 환경 순위 및 점수
i) 순위
창업환경
200

부도해결

150

건축인허가

100

계약이행

50

전력수급
2015

0

국제교역

2020
재산권등록

세금납부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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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계속
ii) 점수
창업환경
100.0

부도해결

건축인허가

80.0
60.0
40.0

계약이행

전력수급

20.0

2016

0.0

2020

국제교역

재산권등록

세금납부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주: 2015~16년은 189개 국가를, 2020년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2020(검색일: 2021. 6. 7).

표 3-41. 인도 국가경쟁력 평가: WEF
구분

2017
순위

종합순위

기본환경

인적자본

2018
점수

순위

2019
점수

순위

점수

40

48.9

58

62

68

61

제도

39

52.3

47

57.9

59

56.8

인프라

66

51.4

63

68.7

70

68.1

ICT 보급

80

14.8

117

28

120

32.1

거시경제 안정성

91

72.1

49

89.9

43

90.0

보건

75

54.9

109

59

110

60.5

기술

56

36.6

96

54.5

107

50.5

생산물시장

75

26.1

110

50.9

101

50.4

노동시장

42

37.7

75

58.3

103

53.9

금융시스템

107

45.5

35

69.5

40

69.5

시장규모

3

89.7

3

92.7

3

93.7

혁신

기업활력

39

63.3

58

61.2

69

60.0

생태계

혁신역량

29

41.7

31

53.8

35

50.9

시장

주: 1) 2017년 137개, 2018년 140개, 2019년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7년과 2018~19년 간에는 부문과 구성지표가 일부 변경되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2018, 2019(검색일: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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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지수(GCI)를 살펴보
면 2017년 이후 인도의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대체로 평가점수(score)는 48.9
점에서 61.0점으로 개선되었지만, 순위(ranking)는 40위에서 68위로 크게 하
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인도보다는 다른 국가들에서 상대적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9. 인도 WEF 글로벌 경쟁력지수 순위 및 점수
i) 순위
제도
혁신역량

120

인프라

100
80

기업활력

ICT보급

60
40
20

시장규모

거시경제…

0

금융시스템

2017
2019

보건

노동시장

기술
생산물시장

ii) 점수
제도
혁신역량
기업활력

100.0
80.0

인프라

60.0

ICT보급

40.0
20.0

시장규모

2017
거시경제…

0.0

금융시스템

2019

보건

노동시장

기술
생산물시장

주: 1) 2017년 137개, 2019년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7년과 2019년 간에는 부문과 구성지표가 일부 변경되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2018, 2019(검색일: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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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혁신생태계의 기업활력을 제외하
면 모든 세부항목에서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나 거시경제 안정성과 금융시스템
을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세부항목의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기술과 노동시장은
50위권 이상 순위가 하락하였고, ICT 보급, 보건, 기업활력은 30~50위권 순
위가 하락하였으며, 제도와 생산물 시장은 20~30위권 하락하였다.
이상의 인도 Doing Business 지표와 국가경쟁력 지표를 살펴보면 비즈니
스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지표
는 순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보급, 인허가나 정책
등은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일부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 중소기업 현황
인도 정부는 2020년 6월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 이하 MSMED)｣을 제정하
면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통계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때 인도 기업들은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은 기
계, 공장 등에 대한 투자규모 기준에 따라 영세 및 소기업, 중기업으로 분류되
고, 서비스업 역시 장비(equipment)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분류된다.
먼저 제조업의 영세기업은 투자규모 한도가 천만 루피인 기업을 의미하며,
이 밖에 소기업은 1억 루피, 중기업은 1억 루피 이하의 기업으로 정의된다. 한
편 서비스업에서 영세기업은 투자규모 한도가 100만 루피인 기업을 의미하며,
이 밖에 소기업은 투자규모 한도가 2천만 루피, 중기업은 5억 천만 루피에 해
당한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영세기업, 소 및 중기업의 투자한도가 제조업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인도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범위를 새롭게 조정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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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를 없애고, 기존의 투자 한도 범위를 상향 조정하며
또한 매출을 기준에 포함하였다. 즉 투자금액이 천만 루피를 넘지 않으며 매출
이 5천만 루피보다 작을 경우 영세기업으로 분류되었고, 투자금액이 일억 루
피, 매출 5억 루피보다 작을 경우 소기업에 해당되며, 투자금액이 5억 루피 및
매출 25억 루피보다 작은 경우 중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면서 인도 중소기업에 관련된 통계는
크게 조정되었다. 2020년 이전의 중소기업 관련 통계는 모두 2006년의 정의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반면 2020년 하반기 이후의 통계는 모두 새롭게 제시된
기준의 통계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양쪽의 기준에 기초한 통
계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되, 그 차이점을 각 통계표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도 중소기업부는 2015년부터 인터넷포털을 통한 중소기업의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한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인
도 국토가 넓고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힘들었
지만 이를 전산화하여 쉽게 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2015년 9월 중소기업 인터넷포털인 Udyog Aadhaar
Memorandum을 발표하고, 중소기업들이 이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2020년 인도 중소기업의 정의가 새롭게 바뀜에 따라 새롭게 Udyam
Registration을 만들어 중소기업 등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 등록 통계는 2016~19년까지는 기존 Udyog Aadhaar
Memorandum 등록 이후 받은 Udyog Aadhaar Number(UAN)에 기초하
여 이루어졌고, 2020년부터는 Udyam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받게 되
었다.
정부는 우디암(Udyam) 중소기업 포털을 운영하고, 이후 이를 통하여 등록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각종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
23)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nual Report,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OTIFICATION, the 1st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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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24)
실제로 이 우디암 등록은 중소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등록 시 중소기
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하였다.
예를 들어 영세 및 소기업은 우디암 등록이 되면 MSME 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
라 45일 이내에 반드시 매출 보이스 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25) 또한 정
부 부처와 공공 기업이 필요한 물자의 25%를 중소기업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이곳에 등록된 경우 입찰 시 이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 대출 시 우
선되고, 이자 보조금 지원, 시장 지원 및 수출 촉진 계획, 전기요금 할인, ISO
인증서 비용 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중소기업 통계를 볼 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으로 인
하여 분석이 어려워진다. 첫째, 인도의 중소기업 정의가 2006년 설정되고 2020
년 개정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정의에 기초한 통계를 비교할 수 없다. 둘
째, 인도의 중소기업 전국 통계는 2005~06년과 2015~16년, 즉 10년 주기의
서베이 통계에 의존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매년 자료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셋째, 차선책으로 나오는 Udyam Registration Certificate 역시 2015년
도입되었으나, 2020년부터 그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의 연속성
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일단 기존의 2006년 중소기업 정의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고, 2020년 이후는 새로운 기준의 통계를 사용하여 비교 가
능한 통계를 모두 제시하였다. 때문에 중소기업 수 통계는 [표 3-42], [표 3-43],
[표 3-44]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된다.

24) 우디암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아드하르(Aadhaar)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유주의 경우 아드하르
(Aadhaar) 개인 번호를, 힌두-언디바이디드 가정의 경우 카르타 아드하르(Karta Aadhaar)번호를,
파트너사의 경우 담당 파트너(Managing Partner)의 번호로 신청한다(India Bulletin 제 45호
(2020년 8월, 주한 인도 상공회의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5) 만약 45일 이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에서 고시한 이자율보다 3배 정도 높은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판매자인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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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인도 중소기업 수는 2005~06년의 센서스와 2015~16년의 센서
스에 기초하여 [표 3-42]와 같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 수는 2005~06년의
361.8만 개에서 644.9만 개로 연평균 약 6.4% 증가하였다. 이를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구분하면 2015~16년 기준으로 제조업 31.0%, 서비스업이 69.0%
를 차지하는 가운데 2005~06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2015년 도입된 Udyog 시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표 3-43]과
같다. 이때 2017년 12월에서 2019년 5월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서 등록 기
업 수는 389.5만 개에서 848.1만 개로 약 2배 넘게 증가하였다. 2019년 5월
기준 영세기업의 비율은 약 88%를 차지하고, 소기업은 11.0%, 중기업은 0.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6월 새롭게 중소기업 정의가 개편된 이후 도입된 Udyam 시스
템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표 3-44]와 같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6월
기준 중소기업 수는 352.9만 개로 2020년 10월의 100.2만 개에 비하여 3.5
배 내외 증가하였다. 이때 영세기업이 327.9만 개, 소기업이 22.1만 개, 중기
업이 2.8만 개로 각각 92.9%, 6.3% 및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소기업 등록 수가 늘어난 것은 실제로 이 기간에 중소기업 수가 증
가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기업이 이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하였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한편 2020년 10월에 비하여 2021년 3월에
영세기업 수 및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10월 당
시 투자금 및 매출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후 집계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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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인도의 중소기업 수 Ⅰ
(단위: 천 개, %)

구분

2005~06

2015~16

연평균 증가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중소기업 수

3,617.6

100.0

6,338.8

100.0

6.4

제조업

1,150.0

31.8

1,966.5

31.0

6.1

서비스업

2,467.6

68.2

4,372.3

69.0

6.6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표 3-43. 인도의 중소기업 수 Ⅱ
(단위: 천 개, %)

2017년 12월

구분

2020년 1월

기업 수

구성비

기업 수

구성비

영세기업

3,488.6

89.5

7,515.7

88.6

소기업

391.8

10.1

929.1

11.0

중기업

15.3

0.4

36.2

0.4

8,480,9

100.0

분류 미상

0.0

총계

3,895,7

0.0

100.0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표 3-44. 인도의 중소기업 수 Ⅲ
(단위: 천 개, %)

구분

2020년 10월

2021년 3월

2021년 6월

기업 수

구성비

기업 수

구성비

기업 수

구성비

영세기업

721.1

71.9

2,449.0

92.7

3,279.4

92.9

소기업

43.5

4.3

169.4

6.4

221.6

6.3

중기업

9.4

0.9

23.8

0.9

28.1

0.8

분류 미상

228.8

22.8

총계

1,002.8

100.0

0.0
2,642.2

100.0

0.0
3,529.1

100.0

자료: Analysis of Udyam Registration Data, Various issues.

이를 산업별로 보면 2020년 6월 기준 Udyam 시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
중 서비스업에 64.0%, 제조업에 36.0%로 등록되었다. 이는 2005~06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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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 서베이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5년
서베이에서는 제조업이 52.6%로 매우 높았던 반면 2015년 서베이에서는
31.0%를 차지하여 2020년 6월 Udyam 시스템등록된 기업의 비율과 유사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에 올수록 더욱더 통계치들이 안정적으로 현황을 반
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도시와 지방을 구분할 때 2015~16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은 지방 비율이 높고, 서비스업은 대도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인도 중소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율
(단위: %)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nual Report, Variouse issues.

표 3-45. 인도 산업별 도시, 지방의 비율
(단위: 천 개, %)

구분

2015~16 센서스
지방(천)

(%)

도시(천)

(%)

전체(천)

(%)

제조업

11,414

35.1

8,250

26.7

19,665

31.0

전기

3

0.0

1

0.0

3

0.0

도소매업

10,871

33.5

12,164

39.4

23,035

36.3

기타서비스업

10,200

31.4

10,485

33.9

20,685

32.6

전체

32,488

100.0

30,900

100.0

63,388

100.0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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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소기업은 인도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2005년 서베이 및 2015~16년 센서스에서 중소기업이 인도의 고용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찾아볼 수 있다.
2005~06년 센서스에서 인도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은 8,052.4만 명이었고,
이 중 제조업이 39.7%인 3,200.3만 명, 서비스업이 60.3%인 4,852.1만 명으
로 나타났다. 반면 2015~16년 서베이에서는 총 고용인원이 1억 1,098.9만 명
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이 32.5%인 3,604.2만 명, 서비스업이 67.5%인
7,494.7만 명으로 제시되었다. 이 기간 중 전체 고용인원은 연평균 3.6%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1.32%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
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때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
였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2020년 말 현재 인도의 전체 노동자 수가 약 4억 4,304만 명이라는 점과
2015년 말 당시 중소기업 센서스의 고용인원이 약 1억 109.9만 명이라는 점
을 고려하고, 인도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고용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46. 인도의 중소기업 고용
(단위: 십만 명, %)

구분

2005~06

2015~16

연평균 증가율

수

비율

수

비율

고용

80,524.0

100.0

110,989.0

100.0

3.6

제조업

32,003.0

39.7

36,042.0

32.5

1.3

서비스업

48,521.0

60.3

74,947.0

67.5

5.0

자료: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nual Report, Variou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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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 정책
1) 개요
인도 중소기업부(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는
인도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및 각종 육성프로그램 시행, 예산지원 등의
종합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2006년 중소기업 개발법이 통과된 이
후 기존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던 역할이 중소기업부로 집중된 것이다.
인도 중소기업부는 다양한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를 추
진하고 있다. 즉 NSIC(National Small Industries Corporation), NIMSME
(National Institute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IESBUD(National Institute for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IIE(Indian Instituteof Entrepreneurship) 등의 기관을 두
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을 위한 각종 프로
그램 및 정책들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
인도 중소기업 육성의 근간이 되는 법은 2006년 6월 발표된 ｢중소기업 육성
법(MSMED)｣이다. 이는 점차로 개방된 환경하에서 인도 중소기업 경쟁력 향
상을 위한 인도 정부의 정책을 나타내는 기초 법안이다.
이 중소기업 육성법은 기존에 정립되지 않았던 인도 중소기업의 범주, 특징,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의 첫 번
째 법률 프레임워크(legal framework)이었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가 고용자(근로자), 기업가, 경영진의 기술 개발(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향상 및 마케팅 지원, 인프라시설 지원, 클러스터 개발 등을 지
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인 자금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
의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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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대중소기업 보조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바이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불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된 기간 안에
바이어들이 중소기업에 지불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지불이 지연될 시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별로 하나 이상의 중
소기업 육성위원회를 설립하여 관할 구역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다.

2) 모디 총리와 중소기업 정책
2014년 당선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성장을 위하여 중소 및 영세기업의 발전
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강조하였다.
모디 총리의 인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2015년 4월 발표한 인도 정부의 제
조업 육성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
어 실시되고 있다. 당시까지 수년 동안 인도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경
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며, 인도 제조업의 생산 비율이 정체됨에 따라 정부
에서 제조업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인도의 제조업이 개별 기업
의 원가우위 경쟁력은 있으나, 비원가적 요소에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
하고 이를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인도는 비즈니스 환경·물류
인프라 등과 같은 비원가적 요소에서 175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75개국
중 비즈니스 환경 57위·영업환경 142위·물류 인프라 54위·부패인식 94위를
기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모디 총리 정부는 인도 제조업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성
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
였다. 이에 모디 총리는 2015년 4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 및 대출규모 확대
를 통한 중소기업 집중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5년 MUDRA(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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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s Development and Refinance Agency Bank)를 설립하여 영세기업
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였다. MUDRA는 정부예산 32억 달러와 신용
보증펀드를 통한 자본조달 5억 달러, 총 37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여 영
세기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초기 영세기업은 5만 루피, 성장 영세기업은 50
만 루피, 완숙 영세기업은 100만 루피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5년 7월 인도 정부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3대 비전 및 계
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도 실시하였다. 이는 온라인 금융
및 인터넷 이용 향상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 구축, 정
부 거버넌스 및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Governance & Service on Demand),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 등을 주요
비전을 설정하고, 인도의 디지털 활용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디지털화 확산을 위해 농촌 지역 광인터넷망 설치 등을 시
행하고 있으며, 2020년 8월에는 이러한 온라인 관련 정보 보안정책도 수립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렸다.
인도 정부는 2019년 3월 인도 중소기업의 종합 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인
도 정부는 1천만 원 이하 은행대출금에 대한 2% 환급, 공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25% 의무조달, 매출 400만 루피 이하 업체 GST 등록 면제, 최대 1천만 루피까
지 59분 이내 대출, 은행대출 이자 감면율 5%로 인상 등 다수의 실용적인 정책
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인도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고급인력 및 인프라가 충분치
않으며 은행 대출이자와 원자재 조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대기업에
비해 최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2020년 5월 인도 정부가 발표한 ‘Self Reliant
India’ 정책 등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인도 내 제조시설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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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의
2.0 버전이다. 따라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중소기업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Self Reliant India를 수행하는 방편으로 Digital India
정책이 수행되면 그 성공 여부는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에 달려 있다
고 볼 수 있다.26)
이때 인도 정부는 인도를 제조 허브로 만들기 위해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를 도입하였다. 이는 5년간 인도 생산 제품 수출금액의 4~6%를 인센티브로 제
공하는 제도로 중국으로부터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해 집중 적용하
기 시작하였다. 혜택 수혜 대상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특수강,
자본재, 기술재, 백색 가전제품 (AC, LED 등), 통신 및 네트워킹 제품, 섬유, 고
효율 태양광 PV 모듈 및 배터리 셀 등 총 10개 분야가 해당된다. 이를 통해 자
국 생산량 증가 및 투자 유치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elf Reliant India 정책은 2020년 5월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제시한 향후 인
도의 산업, 경제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의 물류
망이 흔들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탈중국 공급망 재편 논의가 본격화
면서 주창된 것이다. 많은 산업에서 인도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
와 대외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하여 제조업 경쟁력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인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
선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마.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평가
인도의 경제환경이나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매우 열악한 환
경에 직면해 있다. 이는 1인당 소득이 2020년 기준 1,964.9달러에 불과한 저소

26) https://www.investindia.gov.in/atmanirbhar-bharat-abhiy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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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국가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아세안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모디 총리가 등장한 이후, 인도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Make in India’, ‘Self Reliant India’ 등 제조업 중
심의 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었고, 실제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인도의 디지털경제 활성화 정책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프라가 개선되었고, 기존보다 비즈니스 우호적
인 환경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
가들보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실
제로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되었다. 또한
2006년에 도입된 중소기업의 정의를 2020년에 보다 현실화하여 새롭게 정의
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이에 중소기업들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뒤처졌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 수와 규모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매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비
록 중소기업 디지털 플랫폼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2021년 6월 현재 365만 개에 그쳐 실제 중소기업 수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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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가. 한국과의 교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외교관계를 성립한 이후 무역, 투자 등 경제관
계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 한·인
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IT, 원자력, 산림, 개
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2007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면서 다자간 FTA가 시작되었
고, 2009년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이 발효되었다. 2017년 정상회담에서는 양
국간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 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되면서 양
국간 상품·인력 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
이 체결되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규모는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에는
교역량이 약 199억 9,400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4위 교역 대상국(수출 15위, 수입 11
위)이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4-1.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수출

8,897

7,872

8,404

8,833

7,650

6,313

수입

13,986

8,850

9,571

11,161

8,820

7,595

무역수지

△5,089

△978

△1,167

△2,328

△1,170

△1,28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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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신규법인 수

117

84

89

92

100

82

(아세안 비중)

(18.6)

(9.1)

(7.8)

(7.1)

(7.1)

(10.4)

[총 투자 비중]

[3.8]

[2.6]

[2.6]

[2.6]

[2.5]

[3.4]

총신고액

1,824

846

754

845

1,542

1,166

(아세안 비중)

(25.3)

(12.8)

(12.1)

(9.5)

(11.3)

(10.3)

[총 투자 비중]

[5.2]

[2.1]

[1.5]

[1.4]

[1.8]

[1.6]

총투자액

928

699

677

678

984

1,318

(아세안 비중)

(20.9)

(15.8)

(12.8)

(10.2)

(9.9)

(14.4)

[총 투자 비중]

[3.1]

[2.3]

[1.5]

[1.3]

[1.5]

[2.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및 철강제품 등이고, 수입품목은 석탄, 천연가스,
원유, 팜유 등 원자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10년대 들어 규모가 크게 감소했지만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0년 13.2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20
년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FDI는 對아세안 FDI의 14.4%를, 對세계 FDI
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법인 수는 2019년 100개까지 증가했지만 2020
년 82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1968년 이래 202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제조업이
4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16.8%), 금융 및 보험업
(15.6%), 도소매업(4.5%), 부동산 및 임대업(2.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방문객 수
(단위: 천 명, %)

구분
인도네시아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95

194

231

249

279

62

한국

방문객 수

방문

(아세안 비중)

(9.1)

(12.1)

(10.8)

(10.1)

(10.3)

(14.1)

[총 비중]

[1.1]

[1.5]

[1.7]

[1.6]

[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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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단위: 천 명, %)

구분
한국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296

354

423

359

388

70

인도네시아

방문객 수

방문

(아세안 비중)

(8.9)

(6.1)

(5.4)

(4.0)

(3.9)

(5.9)

[총 비중]

[2.4]

[1.8]

[1.6]

[1.3]

[1.4]

[1.7]

자료: 한-아세안센터(2021), 2020 한-아세안 통계집.

한편 이상과 같은 경제적 교류 이외에도 해외여행을 통한 인적교류도 꾸준
히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방문객 수는 2010년 9
만 5,000명에서 2019년 27만 9,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
기준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온 방문객 수의 10.3%, 총 한국 방문객 수의 1.6%
에 해당된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 방문객 수는 2017년 42만
3,000명까지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38만 8,000명으로 다소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간 방문객 수의 3.9%, 한국의 총 해외
방문객 수의 1.4%에 해당된다. 2020년에 양국에 대한 방문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나. 한국 중소기업 진출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2020년 말 기준 총 1,007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진
출 형태별로는 생산법인이 709개(제조업 681개)로 70.4%(67.6%)를, 서비스
법인이 183개(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판매법인이 66개(6.5%),
해외지사 18개(1.8%), 연락사무소 10개(1%)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출해 있
다. 투자형태도 단독투자, 합작투자, M&A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제조
업이 681개로 68.9%가 집중되어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이 7.8%, 건설업 4.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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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수
(단위: 개, %)

산업 대분류

진출기업 수

비중

제조업

694

68.9

도매 및 소매업

79

7.8

건설업

44

4.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

4.0

운수 및 창고업

34

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

2.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

2.5

금융 및 보험업

18

1.8

정보통신업

12

1.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

0.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

0.7

광업

6

0.6

국제 및 외국기관

4

0.4

부동산업

4

0.4

교육서비스업

3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총계

1

0.1

1,007

100.0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표 4-5.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수
(단위: 개, %)

중소기업

제조업 중분류

비중

전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69

42.2

279

기타 제품 제조업

97

15.2

10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9

10.8

7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4

6.9

4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

3.8

34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

3.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3.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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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단위: 개, %)

중소기업

제조업 중분류

비중

전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2.7

20

전기장비 제조업

14

2.2

16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9

1.4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1

1.7

1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

1.7

1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

1.3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

1.1

8

식료품 제조업

3

0.5

6

가구 제조업

5

0.8

5

1차 금속 제조업

2

0.3

2

음료 제조업

2

0.3

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0.2

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0.2

1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0.2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

0.0

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총계

0

0.0

2

638

100.0

694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이상의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제조업 전체 694개 기업 중 638개 기업이 중소기업(91.9%)에 해당된다. 중소
기업 중 섬유제품 제조업이 269개로 42.2%를 차지하고, 이어서 기타 제품 제
조업 15.2%(97개),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8%(69개) 등의 순으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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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인도네시아 내 10개 기업 이상이 진출한 지역
(단위: 개, %)

지역

진출기업 수

비중

땅그랑(Tangerang)

207

32.4

브카시(Bekasi)

82

12.9

자카르타(Jakarta)

71

11.1

보고르(Bogor)

67

10.5

스마랑(Semarang)

35

5.5

수까부미(Sukabumi)

22

3.4

수방(Subang)

20

3.1

세랑(Serang)

19

3.0

뿌르와카르타(Purwakarta)

16

2.5

반둥(Bandung)

14

2.2

까라왕(Karawang)

14

2.2

즈빠라(Jepara)

10

1.6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그림 4-1. 연도별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수(제조업)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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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인도네시아 38개 지역으로 진출해 있는데, 대부분이 인도네
시아 서부 자바 섬에 위치해 있다. 구체적으로 땅그랑(Tangerang)에 32.4%
(207개)가 집중되어 있고, 브카시(Bekasi) 12.9%(82개), 자카르타(Jakarta)
11.1%(71개), 보고르(Bogor) 10.5%(6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땅그
랑, 브카시가 모두 자카르타 인근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카르타와 근교
에 360개, 56.4%의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개 이상의 기
업들이 진출한 지역은 11개 지역으로 전체 진출기업의 90.4%를 차지한다.
진출기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1952년 진출을 시작
한 이래 1987년까지는 신규 진출기업의 수가 미미한 수준을 보이다가 1988년
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5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신규로 진출했다. 이
후 그 수가 감소하다가 2019년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은 5개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섬유제품 제조업이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인
도네시아 진출 목적이 아직까지도 대체로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
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2010년 이후 신규 진출기업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인도
네시아의 상대적인 진출 매력도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도
네시아 정부의 제조업 유치․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들이 인도네
시아에 진출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해외 기업
진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베트남 등 주변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셋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자바 섬, 그중에서도 자카르
타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인도네시아 내 인프라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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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만 8,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 국토에 물류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 지역으로 기업 진출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자카르타 인근에 기업이 집중된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기업들의 진출도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인도네시아의 경
제성장과 함께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카르
타를 중심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베트남
가. 한국과의 교류
한국은 1992년 베트남과의 수교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강
화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의 양국 관계 격상을 통해 정
치·외교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및 사회·문화 협력 등 양국간 포괄적 협력을 강
화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2014년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및 발효(2015년)를
통해 양국간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한국
의 3대 수출국이자 5대 수입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
국으로서 상호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표 4-7]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한국은 베트남
에 485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 약 206억 달러를 수입함으로써
27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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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96.5

134.7

159.5

210.9

223.5

277.7

326.3

477.5

486.2

481.8

수입

33.3

50.8

57.2

71.8

79.9

98.1

125.0

161.8

196.4

210.7

무역수지

63.2

83.8

102.3

139.1

143.6

180.0

201.4

315.8

290.0

271.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표 4-8]에서 2020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115억 달러로 전체 베트남 수출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19.6%), 무선통신기기(7.1%)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러한 품목들은 베트남 현지 제조생산 품목의 부품으로서, 이는 코로나19
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베트남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대됨
과 더불어 양국간 생산 분업에 따른 협력관계가 강화된 결과이다.

표 4-8.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
(단위: 억 달러)

구분
1
2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8.7

45.7

92.3

109.4

107.3

115.0

12.7

25.1

73.7

89.1

79.7

95.5

3

무선통신기기

42.5

51.9

32.9

26.3

29.3

34.6

4

기구부품

11.9

16.6

26.1

23.3

22.3

22.4

5

합성수지

11.1

12.0

14.4

16.6

16.2

16.2

6

석유제품

3.3

10.9

19.9

19.8

22.0

12.0

7

플라스틱 제품

6.6

7.4

11.5

12.1

12.1

11.2

8

8.4

8.2

9.9

10.5

11.6

10.5

기타

철강판

152.5

148.3

196.9

179.2

181.3

167.8

총 수출

277.7

326.3

477.5

486.2

481.8

485.1

주: 품목은 MTI 3단위 분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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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4-9]에서와 같이 2020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은 무
선통신기기가 49.8억 달러로 전체 베트남 수입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의류(15%), 컴퓨터(6%)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를 제외한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수입
이 감소하였다.

표 4-9.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
(단위: 억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무선통신기기

14.7

31.5

39.6

48.4

56.9

49.8

2

의류

22.4

24.5

28.8

35.7

36.5

31.5

3

컴퓨터

4.0

5.5

5.6

5.4

6.8

12.7

4

신변잡화

5.4

6.4

8.0

9.8

10.5

10.3

1.3

0.6(38)

6.0

11.4

12.0

10.3

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

목재류

3.5

4.3

5.1

7.9

6.6

6.3

7

산업용 전기기기

2.2

2.9

3.2

4.2

4.8

5.7

8

반도체

1.1

1.2

3.7

4.0

4.7

5.6

기타

43.5

48.2

61.8

69.7

102.0

73.6

총 수입

98.1

125.0

161.8

196.4

210.7

205.8

주: ( )는 해당 연도 순위를 나타내며, 품목은 MTI 3단위 분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한편 베트남과의 수교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표 4-10]에서와 같이 2015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조
382억 달러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면 2019년 6조
4,297억 달러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중 7%가 對베트남 투자이며, 이는 2019
년 한국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129개국 중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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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9년 기준 베트남의 제조업 부문에 57%
에 해당하는 26억 달러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으며,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
(27.5%), 도소매업(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0.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액
(단위: 억 달러)

2015

2017

2019

2020

미국

7,050

미국

15,318

미국

15,370

미국

14,730

케이만군도

3,145

케이만군도

5,064

케이만군도

8,428

케이만군도

6,575

중국

2,990

홍콩

3,360

중국

5,809

중국

4,186

싱가

홍콩

1,930

중국

3,213

베트남

4,585

베트남

1,618

베트남

1,987

룩셈부르크

3,249

캐나다

2,936

싱가포르

1,462

룩셈부르크

1,562

싱가포르

3,216

베트남

2,688

1,380

아일랜드

1,512

홍콩

2,757

룩셈부르크

2,535

멕시코

1,034

영국

1,367

영국

2,225

일본

1,622

사우디
아라비아

포르

3,793

호주

900

싱가포르

1,065

프랑스

1,843

홍콩

1,334

프랑스

890

일본

834

저지

1,539

인도네시아

1,318

합계

30,382

합계

44,865

합계

64,297

합계

54,90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또한 한국의 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도 2020년을 제외하고 2019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11]에서와 같이 2015년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신규법인은 3,218개였으며, 2019년 4,014개로 연평균 4.5%가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 중 약
23%인 917개가 베트남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동기간 한국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총 129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해외직접
투자 신규법인의 경우, 2019년 기준 베트남의 제조업 부문에 43%에 해당하는
397개 신규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21.2%), 정보통신업(6.4%)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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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 수
(단위: 개)

2015

2017

2019

2020

중국

737

베트남

698

베트남

917

미국

511

미국

550

미국

549

미국

659

베트남

431

베트남

545

중국

536

중국

466

중국

243

일본

195

일본

266

일본

246

싱가포르

134

홍콩

109

홍콩

162

싱가포르

155

일본

115

인도네시아

84

인도

113

케이만군도

145

인도네시아

82

멕시코

72

싱가포르

99

인도

129

인도

77

싱가포르

69

인도네시아

89

홍콩

117

케이만군도

68

인도

55

케이만군도

64

인도네시아

100

홍콩

57

미얀마

52

태국

63

우즈베키
스탄

76

독일

38

합계

3,218

합계

3,452

합계

4,014

합계

2,39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나. 한국 중소기업 진출 현황
KOTRA는 2020년까지 총 85개국 125개 무역관에서 수집한 1만 400여 개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3,235개에 달한다. 여기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기업과 금
융기관, 공공기관을 제외한 현지 생산법인 형태로 2020년 7~9월까지 1,554
개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다.27) 이들 중소기업의 연도별 베트남 진출 현황은
[그림 4-2]와 같으며, 지역별로 하노이에 508개, 호치민 1,030개, 다낭에 16
개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재 하노이에 비해 호치민에 한국의 중소기업이
더 많이 진출해 있지만, 2000년 이후 하노이는 연평균 20% 증가한 반면, 호치
민은 연평균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 하노이의 중소기업 진
출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7) KOTRA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해외 진출기업 전수를 수록한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에 동의 의사를
밝힌 기업에 한해 수록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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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국 중소기업의 연도별 베트남 진출 현황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한편 한국 중소기업의 업종별 베트남 진출 현황은 [표 4-12]와 같다. 구체적
으로, 하노이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25.8%, 기타제품 제조업이 27.8%의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반면, 호치민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은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
업이 21.7%, 기타제품 제조업이 16.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이 16.3%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한국 중소기업의 업종별 베트남 진출 현황
(단위: 개)

업종 중분류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합계

1

1차 금속 제조업

3

9

0

12

2

가구 제조업

4

6

0

10

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168

0

170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

65

1

94

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4

30

0

54

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

49

1

71

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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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단위: 개)

업종 중분류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합계

8

기타 제품 제조업

131

172

1

304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13

0

17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1

0

3

1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

9

0

13

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3

223

7

253

13

식료품 제조업

6

9

0

15

14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3

1

6

1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6

0

7

16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7

45

3

95

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

26

0

28

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

15

0

34

19

전기장비 제조업

24

23

0

47

2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1

65

0

20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

0

1

1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9

0

15

23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합계

12

63

0

75

508

1,030

16

1,554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 중소기업 중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보다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
치가 낮은 섬유제품과 기타제품 제조업 등의 베트남 진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다.
둘째, 호치민에 비해 하노이에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전자산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9년 삼성전자, 2016년 LG 디스플레이 등 한
국 대기업의 하노이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로 인해 하노이를 중심으
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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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셋째, 베트남 현지의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베
트남 진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즉
2000년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이던 한국 중소기업의 對
베트남 진출이 2010년 이후 연평균 6.9%의 증가를 보이며 점차 정체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베트남의 소득 증대 및 임금 인상으
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점차 약화되고, 베트남 현지 진출
의 이점 및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국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
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13. 한국의 對베트남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

2015

2019

2020

2,038

962

1,183

2,017

광업

158,344

152,852

105,989

101,328

제조업

475,768

1,150,934

2,603,266

1,637,743

0

20,343

6,766

23,098

630

200

2,631

5,387

건설업

35,403

21,773

41,762

10,357

도매 및 소매업

46,731

105,814

137,303

80,429

운수 및 창고업

5,300

13,321

31,971

22,840

숙박 및 음식점업

14,254

41,381

75,790

32,567

정보통신업

3,867

10,743

30,005

33,009

금융 및 보험업

75,607

76,601

1,264,583

330,937

부동산업

53,498

4,353

107,966

272,74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44

10,172

42,541

65,4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69

6,637

11,033

5,657

0

0

0

168

교육 서비스업

718

910

13,360

39,69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

114

5,720

1,150

8,916

395

101,315

22,340

554

0

1,500

1,129

885,541

1,617,505

4,584,683

2,688,02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합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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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한국의 對베트남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 수
(단위: 개)

구분

2010

2015

2019

2020

농업, 임업 및 어업

1

2

1

0

광업

0

1

0

2

119

359

397

18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0

2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

1

2

1

제조업

건설업

41

46

39

26

도매 및 소매업

29

61

194

95

운수 및 창고업

4

15

28

9

숙박 및 음식점업

1

4

51

12

정보통신업

3

10

59

31

금융 및 보험업

3

4

13

7

부동산업

8

4

26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16

46

2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

15

14

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

0

2

교육 서비스업

4

5

22

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9

4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0

1

6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합계

2

0

8

1

235

545

917

43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3. 태국
가. 한국과의 교류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1958년 한국
과 수교 이후 양국간 교류와 이해가 증진되었다. 태국은 우수한 지정학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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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세안 제2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산업국가로 현재 13개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개방된 국가이다. 2007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이 발효되면서 다자간 FTA가 시작되었고, 양국은 2016년 경제부총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한·태 제1차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태국은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고, 스마트 기술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해 Thailand 4.0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스마트 전자, 자동차,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
와 긴밀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밖에 스마트 시티, 스타트업 육성 및 지
원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 MOU를 체결 중이다.
[표 4-15]에서 한국과 태국의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약 141억 달러
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는 121억 달러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은 태국에 685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태국으로부터 약 520억 달러를 수입
함으로써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4-15. 한국의 對태국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수출

6,460

6,362

7,467

8,505

7,804

6,853

수입

4,169

4,854

5,205

5,582

5,318

5,197

무역수지

2,291

1,508

2,262

2,923

2,486

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1).

한국의 對태국 직접투자는 대체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2017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2020년 9,4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법인 수는
2019년 70개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 38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기
준 태국에 대한 한국의 FDI는 對아세안 FDI의 1%를, 對세계 FDI의 0.2%를 차
지하고 있어 한국의 對태국 직접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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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한국의 對태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신규법인 수

32

44

63

51

70

38

(아세안 비중)

(5.0)

(4.7)

(5.6)

(4.0)

(5.0)

(4.8)

[총 투자 비중]

[1.0]

[1.4]

[1.8]

[1.4]

[1.7]

[1.6]

총신고액

105

178

124

112

100

103

(아세안 비중)

[1.5]

[2.7]

[2.0]

[1.3]

[0.7]

[0.9]

[총 투자 비중]

(0.2)

(0.4)

(0.3)

(0.2)

(0.1)

(0.1)

총투자액

84

109

118

98

93

94

(아세안 비중)

(1.9)

(2.5)

(2.2)

(1.5)

(0.9)

(1.0)

[총 투자 비중]

[0.3]

[0.4]

[0.3]

[0.2]

[0.1]

[0.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1).

한편 이상과 같은 경제적 교류 이외에 해외여행을 통한 인적교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태국 방문객 수는 2010년 26만
1,000명에서 2019년 57만 2,000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
년 기준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온 방문객 수의 21.2% 비중을 차지하고, 총 한국
방문객 수의 3.1% 비중에 해당된다. 반대로 태국을 방문한 한국 방문객 수는
2010년 80만 5,000명에서 2019년 188만 8,000명으로 이는 한국에서 아세
안으로 간 방문객 수의 18.8%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의 총 해외 방문객 수의
6.6% 비중에 해당된다. 특히 2020년에는 양국의 방문객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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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한국과 태국 간 방문객 수
(단위: 천 명, %)

구분

한국 방문

태국 방문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인도네시아
방문객 수

261

372

499

559

572

76

(아세안 비중)

(25.1)

(23.1)

(23.3)

(22.7)

(21.2)

(17.3)

[총 비중]

[3.0]

[2.8]

[3.7]

[3.6]

[3.3]

[3.1]

한국
방문객 수

805

1,373

1,718

1,797

1,888

260

(아세안 비중)

(24.3)

(23.5)

(21.8)

(20.0)

(18.8)

(14.4)

[총 비중]

[6.4]

[7.1]

[6.5]

[6.3]

[6.6]

[6.2]

자료: 한-아세안센터(2021), 2020 한-아세안 통계집.

나. 한국 중소기업 진출 현황
태국에는 2020년 말 기준 총 342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는 오래
된 태국으로의 진출 역사에 비하여 기업 수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신규
진출기업을 제조업 부문에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19개 기업을 정점으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이후에는 매년 5개 이하의 기업
들이 진출하고 있다.
그림 4-3. 연도별 태국 진출 중소기업 수(제조업)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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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형태별로는 생산법인이 175개, 5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서비스법인 65개(19%), 판매법인 64개(18.7%), 연락사무소 18개(5.3%),
기타 8개(2.3%)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출해 있다. 투자형태도 단독투자, 합
작투자, M&A 등 다양하며, 이 중 제조업이 193개로 56.4%가 집중되어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이 14.6%, 운수 및 창고업이 8.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4-18. 태국 진출 한국 기업의 수
(단위: 개, %)

산업 대분류

진출기업 수

비중

제조업

193

56.4

도매 및 소매업

50

14.6

건설업

8

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4.1

운수 및 창고업

29

8.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2.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1.2

금융 및 보험업

3

0.9

정보통신업

10

2.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

1.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3

농업, 임업 및 어업

1

0.3

국제 및 외국기관

1

0.3

숙박 및 음식점업

5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

2.3

342

100

총계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이상의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태국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많
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태국에 진출한 제조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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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기업 중 173개 기업(89.6%)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현지 진출 중소기
업 중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31.2%(54개)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7.3%(30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2%(2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들은 태국의 18개 지역에 진출해 있는데, 주로 방콕(Bangkok)에
153개 기업(44.7%)이 집중되어 있고, 촌부리(Chonburi) 97개(28.4%), 라용
(Rayoung) 45개(13.2%), 사뭇쁘라깐(Samut Prakan) 15개(4.4%), 차층사
오(Chacheongsao) 11개(3.2%) 기업이 진출해 있다. 따라서 태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현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로 전체적으로 진
출기업 수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하여 크게 적은 가운데, 둘째로 제조
업 중심이며, 셋째로 특히 전자부품 및 금속 가공 제품 등이 중요한 것으로 보
인다.

표 4-19. 태국 진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수
(단위: 개, %)

중소기업

제조업 중분류

비중

전체

1차 금속 제조업

5

2.9

8

가구 제조업

2

1.2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

0.0

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

16.2

3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0

17.3

3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6.9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0.6

1

기타 제품 제조업

17

9.8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

0.0

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1.2

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

1.2

2

식료품 제조업

4

2.3

4

음료 제조업

0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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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계속
(단위: 개, %)

중소기업

제조업 중분류

비중

전체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0.6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0.6

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

4.0

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0.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0.6

1

전기장비 제조업

1

0.6

2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4

31.2

5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

0.0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0.6

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

2.3

7

173

100

193

총계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이는 아세안 내에서 태국의 경제적인 위치와 과거 한국과의 교류 역사 및 태
국과 일본과의 깊은 역사적 및 경제적 관계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태국
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수교를 먼저 한 국가로서 교역과 투자의 역
사가 깊다. 다만 태국은 1인당 소득이 아세안 내 인구 천만 이상의 국가 중 말
레이시아에 이어서 2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면
서 일정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
찍이 저임금에 기초하여 진출한 기업들은 베트남과 같은 주변국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찍이 일본이 아세안 내 생산기지를 설치한 국가이므로 한국
계 대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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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태국 내 10개 기업 이상이 진출한 지역
(단위: 개, %)

지역

진출기업 수

비중

방콕(Bangkok)

153

44.7

촌부리(Chonburi)

97

28.4

라용(Rayong)

45

13.2

싸뭇쁘라깐(Samut Prakan)

15

4.4

차청싸오(Chacheongsao)

11

3.2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4. 인도
가. 한국과의 교류
한국과 인도는 1962년 3월 총영사 관계를 수립하였고, 1964년 4월 한·인
무역협정과 1974년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973년 12월에 대사급 외교관계
로 승격하였으며 1974년 무역촉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6년 과
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년 이중과세방지협약, 1996년 상호투자촉진,
보호협정, 2003년 투자촉진협력협정 등을 수립하였다. 2008년 8월에는 FTA
협약에 준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하였다.
한국과 인도의 교역규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수
출은 13.2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119.5억 달러로 11배 증가하
였고, 수입은 9.8억 달러에서 49.0억 달러로 5배 내외 증가하였다, 이렇게 수
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를 초과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2020년 기준 70.5억 달
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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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한국의 對인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10

2015

2018

2019

2020

수출

1,326.2

11,434.6

12,029.6

15,606.2

15,096.3

11,952.2

수입

984.7

5,674.5

4,240.6

5,884.7

5,565.3

4,899.6

무역수지

341.5

5,760.1

7,789.0

9,721.5

9,531.0

7,052.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표 4-22.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신규법인 수

60

55

113

119

129

77

[총 투자 비중]

2.0

1.7

3.3

3.3

3.2

3.2

총신고액

199.1

365.3

516.3

1,071.8

452.6

624.7

[총 투자 비중]

0.8

1.2

1.2

2.1

0.7

1.1

총투자액

210.8

391.5

949.2

846.1

685.5

588.5

[총 투자 비중]

0.6

1.0

1.9

1.4

0.8

0.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2020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12위 교역 대상국(수출 6위, 수입 14위)이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화학제품, 반도체, 철강제품 등이고, 수입품목은 철광석, 나프타 등
화학제품 등이다.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는 201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60건, 2,018만 달러에서 점차로 늘어나, 2019년에는 129건, 6,855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
하는 비중이 1.9%까지 상승하였지만 향후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대인도 직접투자액이 감소하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경제적 교류 이외에도 해외여행을 통한 인적교류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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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도 방문객 수는 2016년 19.5만
명에서 2019년 28.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도를 방문한 한국인들은
2016년 11.1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에 양국에 대
한 방문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 19의 대유행(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표 4-23. 한국과 인도 간 방문객 수
(단위: 천 명, %)

구분
한국 방문

인도 방문

2016

2017

2018

2019

2020

인도 방문객 수

196

123

120

283

-

[총 비중]

[1.5]

[1.7]

[1.6]

[1.6]

-

한국 방문객 수

111

142

151

149

34

[총 비중]

[1.3]

[1.4]

[1.4]

[1.4]

-

자료: 한-아세안센터(2021), 2020 한-아세안 통계집.

나. 한국 중소기업 진출 현황
2020년 말 기준으로 KOTRA에 등록된 인도 진출기업은 총 263개이다.28)
진출형태별로는 생산법인이 116개로 44.1%를, 서비스법인이 72개(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판매법인이 29개(11.0%), 해외지사 20개(7.6%),
연락사무소 14개(5.3%)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출해 있다.
투자형태는 단독투자가 214개로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합작투자는 20
개, M&A 2개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의 단독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조업이 141개로 53.6%가 집중되어 있고, 건설업이 35개로 13.3%를 차
지하며 이어서 22개 기업, 8.4%가 운수 및 창고업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과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각각 16개, 12개, 9

28)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종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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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업이 6.1%와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산업은 모두 2% 이하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4.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수
(단위: 개, %)

산업 대분류

진출기업 수

비중

제조업

141

53.6

건설업

35

13.3

운수 및 창고업

22

8.4

금융 및 보험업

16

6.1

도매 및 소매업

12

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3.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1.9

숙박 및 음식점업

5

1.9

정보통신업

4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1.1

부동산업

2

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0.4

농업, 임업 및 어업

1

0.4

263

100.0

총계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이상의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인도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많
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에 진출한 제조업 전체
141개 기업 중 94개 기업이 중소기업(66.7%)에 해당된다. 중소기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21개로 22.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전자 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14개 기업, 14.9%를 차지하고 있다. 섬
유제품, 식료품, 의료용 물질 등에는 거의 진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 뉴델리 근처에 105개, 전체 기업의 39.9%가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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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건설 등을 필
두로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수도권이라는 지역적인 여건, 상권 형성으로 인해 투자가 꾸준
히 유입되고 있다.

표 4-25. 인도 진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수
(단위: 개, %)

제조업 중분류

중소기업

전체

기업수

비중

1차 금속 제조업

1

1.1

가구 제조업

1

1.1

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9.6

1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12.8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7.4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3.2

6

기타 제품 제조업

12

12.8

1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2.1

2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1.1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

22.3

30

전기장비 제조업

5

5.3

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14.9

19

7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

6.4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

0.0

2

식료품제조업

0

0.0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

0.0

1

94

100.0

141

총계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이어서 남부의 첸나이 지역에 90개 기업, 즉 34.2%가 존재한다. 이 중
62.2%인 56개 기업이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특히 자동차 공업이 중심이다. 현
대자동차와 협력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롯데제과, 포스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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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해있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는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
스,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 등이 진출해 있다.
그리고 경제수도라는 뭄바이에 48개 기업, 18.3%가 존재한다. 뭄바이는 아
시아 최대의 봄베이주식거래소(BSE)와 인도주식거래소(NSE)가 있어 국제금
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JNPT 등 대형 국제항이 발달하여 인도 해상물
류의 중심지이기도 하므로 금융 및 물류 서비스기업이 위치한다.
남부의 벵갈루루는 인도 ICT 중심지로 진출기업이 아직까지 11개사에 그치
고 있으며, 동부의 중심도시인 콜카타와 서부의 암바다드에는 각각 4개사와 5
개사만이 존재한다.

표 4-26. 인도 내 한국 기업의 진출 지역
(단위: 개, %)

지역

진출기업 수

비중

뉴델리

105

39.9

뭄바이

48

18.3

첸나이

90

34.2

벵갈루루

11

4.2

콜카타

4

1.5

암다바드

5

1.9

총계

263

100.0

자료: KOTRA(2020),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이상의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인도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 수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비하여
크게 적으며 태국에 비해서도 적다. 이는 인도와의 전반적인 경제 관계가 깊지
않고, 물리적인 거리나 문화적인 차이점 및 인도의 낮은 경제 개방도 등에 기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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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제조업체의 비중은 약 50% 수준으로 동남
아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비하여 낮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한
이유가 가공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하여 진출하였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는 기업들이 국내 중간재와 현지의 낮
은 임금을 활용하여 완성품을 만든 뒤,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목적으로 진출하
였다. 그러나 인도의 낮은 경제개방도 등으로 인하여 인도의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회피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지의 넓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
업이 전자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관련 납품업체와 같이 진출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인도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 기업들은 대체로 전자와 자동차에 집중되
어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현대 및 기아 자동차의 공
장 건설과 이에 따른 납품 공장의 건설로 이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인 섬유, 신발 등의 산업이 집중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는 차별화된다.
넷째,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함께 완성품 및 부품 이전을 위한
무역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부 진출해 있다. 이들은 현지인들에 대한 금융보다
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이다.
다섯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모두 뉴델리, 첸나
이, 뭄바이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뉴델리 인근의 삼성 노이다 공장과 첸나
이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집중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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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남방 국가 기업 및 전문가 면담
가. 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본 연구진들은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현황과 요구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 중소기업 담당자, 현지 공공기관, 국내·외 전문가
등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대체로 [표 4-27] 혹은 [부록 1]과 같은
질문서를 미리 제시하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 질문을 제시하고 면담하는 형식
으로 이루어졌다. 즉 기업들의 개별적인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가능성,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상생 협력 방안을 위한 기
업의 요구사항을 듣도록 하였다.
면담은 현지 거주민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현지 화상면담으로
이루어졌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국내 인력 역시 개별적인 면담 혹
은 전화 등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표 4-27. 인터뷰 주요 사항
주요 내용
1
2
3

세부 내용

기업 소개 및 일반 사항

규모, 주요 생산품목, 현지 업력, 진출과정 등

현지에서 현지 혹은 외국

협력 경험, 협력과정에서 한국 혹은 현지 정부는

기업들과의 협력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현재 및 과거 애로사항,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상생 협력 심화를 위한

요구사항

정책제언

인터뷰 대상자들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제시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분류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29)
29) 이들 중에는 현지 한국 기업인들 8인이 있었고, 현지인 전문가 (대학교수 포함) 2인, 한국인 전문가 2
인 등 총 12명이 포함되었다.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한국 중소기업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 159

나. 면담 결과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현지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상당수 한국계 중소기업은 현지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현지의 중소기업과 협력할 경우 현지의
값싼 제품을 구입하고, 생산품 판로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해하
고 있었다. 이들 신남방 국가가 저개발 국가이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종류가 점차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소비 증대는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의 중소
기업 및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개별 중소기업은 인
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현지의 중소기업
들과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현지에 근무
하는 한국계 직원의 수가 5명을 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들은 현장
생산 및 노무 관리만으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현지 제품의 구입
시 품질 보장을 받기 힘들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을 통한 판로 역시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셋째, 현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에서 우리나라나 현지 정부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받는 정책적 이득은 별로 없다고 소개하였다. 비록 현지에 등록
된 기업이지만 한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현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별로
없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진흥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답변하였
다. 특히 중소기업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면 한국 본사의 지원과 현지
고용 인력 등을 통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넷째, 현지의 한국계 기업들은 현지의 기업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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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관련 기업들 간의 공식적인 미팅이 별로 없고, 단
지 개인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일부 관계만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다섯째, 현지의 한국계 기업들은 현지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 중에서 노무관
리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한국계 관리자의 현지 노동자에 대
한 이해도 부족과 현지 노동자의 한국계 관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컨
설팅이나 교육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여섯째, 현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의 한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는 이미 한국 기업의 진출 역사가 30년 이상 된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에
종사하면서 현지 생활을 오래한 인력들은 은퇴 이후 한국에 귀국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현지에
서 교육받은 한국인 2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은 현지어가 능통하고
현지 문화에 익숙하여 한국 기업들과 이들 국가의 기업들을 연결할 능력을 갖
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들을 활용하여 현지
네트워크 역할을 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곱째, 2021년 2월에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및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국가
적인 재난사태에 대하여 자신들이 매우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신남방 국가 현지 정부가 한국계 기업을 지원할 능력도 부족하고 또 지원할 의
지도 없으며, 한국 정부 역시 현지 기업들을 지원할 여유도 없었다. 이들은 이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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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 종합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및 인도 등 신남방 국가 주요 4개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과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분
야 모두 신남방 국가에 진출하였다. 이때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자본집약적인
산업 모두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아세안 3개국에 진출한 반면, 인도
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다.
둘째, 아세안에 대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진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나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진출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미 1970~80년대
에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 구축이 시작되었고, 2000년
대 이전에도 한국에서 활동하였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인도
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낮은 임금과 지대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현상이었다. 반면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진출은 비교적 최근에 국내 대기
업의 해외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부품생산 기업들의 이전이 발생하면서 이
루어진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동남아 및 인도에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면
서 이들에게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는 관련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 진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나라이나 최근 들
어 신규 진출기업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도네
시아가 과거 우리나라에 중요 자원 제공 국가라는 이유로 인하여 현지 진출이
시작되었지만, 최근 아세안이나 인도 등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인 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유 중 하나
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시장이었으나 최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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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보다 시장규모가 큰 인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으로 임금상승 등의 효과가 발생하자 이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베트
남으로의 기업 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되었다.
넷째, 인도와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이는 국내 대기업의 진출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들의 진출과 중국에
서의 생산기지 이전 효과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인도의 북
부 델리 근처의 삼성전자 공장 및 남부 첸나이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성공하면
서 이들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
에 따른 생산원가 증가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다섯째, 한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해안가 대도시 중심의 산업단지에 위치하
고 있다. 현지의 한국계 기업들 중 베트남은 남부의 호치민 시티와 북부의 하노
이, 태국은 방콕 중심의 주변 지역,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와 반둥, 수라바야,
인도는 델리와 첸나이 등 대도시 주변 지역에 위치하였다. 이렇게 바다에 접하
게 된 것은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중간재 유통이 원활하고, 또 현지에서 해외로
수출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물류가 쉽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선정하여 이루어
진 결과인 것이다.
여섯째, 현지의 한국계 기업인들 및 관련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은 한국 및 양국 정부 모두로부터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한국 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이들과의 접촉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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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의
진출 및 상생 협력 사례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아세안
6. 사례 종합

1. 인도네시아
가. 보가사리 제분(Bogasari Flour Mills)
인도네시아의 보가사리 제분은 1971년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제분기업으로
2020년 현재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제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약 1,100
만 톤의 밀가루를 생산하여 현지에 공급하고 있다.30)
보가사리 제분은 사업 팽창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산물인 밀가루를 사용하는
중소 국수공장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즉 1990년
대 보가사리 제분은 밀가루 생산물 판매의 6%를 차지하는 것이 지역의 국수공
장들이고, 이 국수공장들이 전국에 산재하는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
였다. 이 국수공장들은 보가사리 제분소에서 만든 밀가루를 구입하여 지역 주
민들에게 국수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였는데 1990년대부터 인도
네시아인들 사이에서 국수 소비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때 이들 국수의 생산과
판매는 지역 영세 국수공장들이 담당하였다. 때문에 국수의 질이 표준화가 되
어 있지 않았고, 생산 기술이나 공장의 위생 상태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보가사리 제분은 직접 소비자들이 먹는 국수의 품질이나 위생 상태를 개선
하지 않고는 보가사리 제분 밀가루 소비를 늘리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보가
사리 제분은 밀가루를 생산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것은 밀가루보다
는 국수로, 이 국수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가사리 제분은 영세 국수공장 개선 사업에 착수하였다. 보가사
리 제분은 전국의 영세 국수공장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

30) 보가사리 제분은 1975년 인도푸드(Indofood)사에 매입되어 현재 인도푸드그룹의 계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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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지에 국수공장의 지역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중소
공장 및 상인들이 협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합체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각종 마케팅이나 생산 기술 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국수의 생산성과 위
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가내공장 형태의 공장을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기업 활동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국수의 품질관리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고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축제나 행사에 공동 마케팅 프로
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 설비 개선을 위한 소액
자금 지원도 실시하였다.
국수공장들은 이 연합체를 통하여 국수 생산과 판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었고, 지역 내 공동 브랜드의 국수를 생산할 수 있었다.

나. Unilever
유니레버(Unilever)는 1930년 비누를 제조하는 영국의 레버 브라더스와 마
가린을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마가린 유니가 합병하며 설립되었다.31) 본사는
영국의 런던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있으며 현재 생활용품, 화장품, 식음료,
동물사료, 화학약품 등을 취급, 제조하고 있다. 산하 브랜드로 화장품 폰즈
(POND’S)와 비누 도브(DOVE), 럭스(LUX), 썬실크, 바셀린, 홍차 브랜드 립
톤(Lipton), 스프 브랜드 크노르, 소스 브랜드 라구와 베르톨리, ‘리본표’로 유
명한 마요네즈 브랜드 헬만스 베스트 푸드, 아이스크림 브랜드 월스, 매그넘,
코네토, 비엔네타, 벤앤제리스 등이 있다. 2020년 현재 세계 88개 국가에 진출
하여 제조시설을 갖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 유니레버는 동일한 상품을 나라마
다 다른 브랜드로 출시하는 경우가 다른 업체에 비해 많다.

31) “Margarine Unie”의 “Uni”와 “Lever Brothers”의 “Lever”를 본따서 회사이름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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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인도네시아는 1933년 비누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어 1940
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비누공장을 갖게 되었고, 이어 마가린 화장
품 및 기름을 생산하였으며 대기업의 모습을 유지하였다.
유니레버는 1982년부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협력을 시작하였다. 유니레
버는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세를 확정
하기보다는 현지의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
하였다.
이때 유니레버는 구입한 원자재를 활용한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고, 원자
재의 품질과 유통 등의 생산 전단계와 후단계의 전 과정을 중소기업과 협력하
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니레버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비누와 기름 등 생
필품에 투입되는 원자재의 품질관리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마케팅과 판
매를 모두 중소기업에 위임하고 이들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마케팅, 회계 및 자
금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32)
유니레버는 구입하는 원료의 84%를 334개 지역 기업에서 구입함에 따라 이
들의 생산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33) 이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기업운영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니레버와 중소기업간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 개선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
램을 5년 이상 지속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유니레버의 지원
이 없이도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는 중소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유니레버는 중소기업들과 상호 준수하는 기업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현대화에도 기여하였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였고, 이들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32) 2004년 기준 유니레버가 구입한 가장 중요한 5개 농업 원자재는 차, 팜오일, 카사바, 검은콩 및 코코넛
설당이었다.
33) 200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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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후생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유니레버가 생산한 제품은 인도네시아 전국의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에
서 판매되었다. 당시 대형 슈퍼마켓보다는 대체로 지역의 소매상에서 많은 판
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니레버는 지역 도매상과 소매상들의 판매 개선을 지
원하였다. 즉 지역 도매상들이 과대한 마진을 소매상에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기업과 도매상, 소매상 간 협정을 맺고 일정 마진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상품 재고 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의 유니레버 상품 유통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다른 유사
기업들에 비하여 높은 생산성을 갖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 대웅제약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라는 시장 잠재력을 지닌 한편,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자국 내 생산 가능한 의약품의 수입금지 규정이 2006년 발효됨에 따라,
대웅제약은 사전에 현지화 전략을 수행하였다. 2005년 수도 자카르타에 지사
를 설립하고, 2008년 판매 법인을 시작으로 2012년 현지 합작법인 바이오의
약품 공장인 ‘대웅인피온’을 설립해 현지에서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에 기술기반 바이오 사업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도네시아 시
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초기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진출
한 신발, 의류, 목재 회사 등은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이었다. 둘째, 의약품 제조 시 원자재의 수입관세로 인해 실질적 원가 절감의
효과가 없었으며, 자국 내 의약품의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정부혜택은 없다는
전제하에 준비가 필요하였다. 셋째, 정부입찰 시 중국 의약품의 저가전략과 같
은 조건하에서 가격 경쟁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웅제약은 그동안 1세대 의약품
에서 벗어나 고령화를 대비한 2세대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을 구성하여 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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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업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국영 백신 회사 한 개를 제외하고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웅제약은 주변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다. 특히 미래의 제약
사업은 우수한 인력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현지 인력 양성 작업에 참여
하였다. 2014년 이후 상위 3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
연구소를 개소하여 연구와 인력 양성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
였다. 즉 ‘2020년 글로벌 50위 제약사 진입’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연구네
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대웅-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바이오연구소’를 설립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연구, 개발, 임상, 그리고 판매
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었고 실제 현지 의약품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라. 코린도 그룹
동남아 지역의 대표 한상 기업인 코린도 그룹은 1969년 인도네시아의 원목,
합판 사업을 시작으로 중공업(풍력발전, 타워), 물류(운송, 창고), 금융(보험, 증
권, 리스)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성공을 이룬 현지 대표기업이다. 토
착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회사명 또한 Korea와 Indonesia의 머리글자를
따서 KORINDO 그룹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인적,
기술적, 경제 교류를 포함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린도 그룹의 진출 성공요인으로 지역 사회 공헌을 통한 기업 이미지 및 가
치 향상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초기 코린도 그룹은 자카르타 본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당시 인도네시아
는 도로, 교각, 전력을 포함한 사회 인프라 시설이 미흡하였다. 이에 오지에 있
는 사업장의 도로와 전력을 개선하여 지역 사회가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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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을 제공하고, 현지 근무자들(약 2만 5,000명)
은 코린도에서 지어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들면서 ‘코린도 마을’을 형성하
였다. 셋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시설, 교회 및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건설하고, 교사를 채용하여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활동은 기업 이미지 및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며, 인도네시아 현지 산
업발전,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코린도 그
룹은 대표적인 현지 협업 사례로 기술교류의 일환인 한국의 영농 기술을 들여
와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과 함께 쌀 농장을 개발 중이다. 현재 파푸아 머라
우께 군에 100헥타르 쌀 농장 시험지를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1만
헥타르 면적에 벼농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종자 개량과 농기계 도입
등 한국의 영농 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식량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베트남
가. 베트남 사업연계 계획(VBLI)
베트남의 신발산업은 2000년대 초반 세계 상위 신발 수출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의 작업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
다. 즉 베트남 신발산업의 노동자들은 안전 절차와 화재 방지 장치가 부족한 노
동환경 속에서 장기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등 건강을 위협받았으며, 저임금의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
이에 베트남 사업연계 계획(VBLI: Vietnam Business Links Initiativ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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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지역 및 국제기관과 기업들 사이에 체결된 파트너십으로서 1999년 베트
남 신발산업의 화학물질 사용 및 생산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VBLI의 주요 목표는 베트남 신발산업 공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근
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영국의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비정부 기관인 ActionAid, IBLF(the Prince
of Wales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
한 다국적 기업인 펜틀랜드(Pentland), 나이키, 아디다스-살로몬으로부터 추
가적인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았으며, 이러한 다국적 기업 외에도 신발산업에
종사하는 27개 베트남 기업이 VBLI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VBLI의 조직구조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VBLI의 조직구조

자료: Bekefi(200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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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서 운영위원회는 1년에 1~2회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베트남
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프로그램 조정
자와 프로그램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사이의 정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있으
며, 6개의 자문 그룹은 VBLI의 활동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VBLI는 DFID와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 베트
남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있으며, 이때 DFID는 전체 예산의 40%를, 3
개의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이 예산의 40%, 베트남 정부가 나머지 20%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VBLI 활동의 1단계(1999~2005)는 교육 워크숍, 연구, 파일럿 프로그
램, 관리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의 주요 활동을 통해 신발산업의 산업 보건 및 안
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지식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2
단계(2005~2008)에서는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 많은
다국적 기업 및 조직의 참여와 더불어 향후 신발산업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의류산업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VBLI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현지 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관, 베트남 현지 기업 및 정부
등이 참여하여 다자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확장하고
자 하는 실천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파트너십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유지 및 개발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대부분의 참여 당사자가 여러 부문 간 협력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점진적인 제
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나. IBM 베트남
베트남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촉진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아웃소싱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호치민, 다낭, 하노이에 소프트웨어 기술 단지를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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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신흥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는 저렴하
고 질 좋은 노동력과 낮은 투자 위험을 갖고 있는 베트남이 ICT 부문을 발전시
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IBM은 IT 분야에서 1세기 동안 전문적 경험을 쌓은 세계적 리더 기업으로
총 자산은 1,032억 달러, 전세계 16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36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베트남 IBM은 1938~75년 기간 베트남에서 운
영되었으며, 1996년 베트남으로 재진입하여 IBM 베트남을 설립하였다. IBM
베트남은 ICT 시장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연 30%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대부
분 PC 및 하드웨어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IBM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은 세계 경제
에서 경영 및 지적 재산권 범주에서 자회사 및 계열사를 설립함으로써 해외시
장에서 수익성을 창출한다. 특히 IBM사는 베트남 중소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
로 유인하기 위해 IBM 파트너 월드(IBM PartnerWorld)라는 특별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IBM 파트너 월드는 중소기업의 시장 성공과 IBM과의 관
계 강화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모든 IBM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과 포괄적 마케팅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
업 투자 수준에 따라 회원, 고급, 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사로 선정되면 ICT 중소기업들은 영업 및 마케팅, 기술 분야(기
술 개발 과정, 기술지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협업
을 통해 성공적이고 권위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중소기업 협력사 또한 대
기업의 경영스타일, 환경, 문화를 배우게 되며, Tinh Van Group의 경우처럼
자사의 기술 인력이 전세계 IBM 기술 지원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창
출한다. 이는 특정 기업 뿐만 아니라 베트남 ICT 시장 전체의 기술 이전 및 파
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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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IBM Partner World 프로그램 혜택

자료: United Nations(2010), Integrating Developing Countries’ SMEs into Global Value Chains, p. 81.

다. 베트남 칼스버그(Carlsberg)
1847년 설립된 칼스버그는 바이에른 스타일의 라거 맥주와 새로운 양조 기
술을 통해 덴마크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서유럽과 신흥시장에서 많은 양
조장 인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중 하나이다. 칼스버그
는 신흥시장에서 M&A를 추진해왔으며,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현지 파트너
와 합작투자 형태의 진출을 해왔다. 특히 칼스버그는 아시아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취향, 유통 네트워크, 정치적 지원에 대한 현지 지식을 갖춘 파트너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를
구축하는 진입방식을 택하였다. 칼스버그는 1990년대 초 베트남을 풍부한 젊
은 인구와 적은 1인당 맥주 소비량, 구식의 현지 생산시설,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소비시장으로 간주하였으며, 이에 1993년 베트남 현지의
국영기업인 할리멕스(Halimex)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였다.
합작투자의 소유권은 칼스버그(Carlsberg Breweries)가 35%, 개도국 산업화
기금(IFU: 덴마크 국영 투자 기금)이 25%, 할리멕스(Halimex)가 40%이며,
이후 2003년 칼스버그가 IFU의 지분 25%를 인수함으로써 60%의 소유권을
가졌다.
한편 맥주산업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중 장비 및 기계 측면에서 유형자산
의 대부분은 칼스버그(Carlsberg)에서 제공했으며, 무형자산 중 인력을 위한
자본, 기술 및 관리 교육, 일부 중요한 생산 노하우, 국제 브랜드 명성(Carls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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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노하우도 칼스버그에서 제공했다. 이때 현지 파트너
인 할리멕스는 토지, 건물을 포함한 초기 생산시설, 장비, 유통 네트워크, 노동
력, 정치적 인맥, Halida의 현지 브랜드 명성, 현지 브랜드의 마케팅 노하우를
제공했다. 이러한 칼스버그와의 합작을 통해 할리멕스는 자체적으로 맥주를 생
산하고 선진화된 양조 공정 및 기술 개발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베트남에
서 운영되는 다른 국제 양조장과의 경쟁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즉
칼스버그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통해 베트남 맥주산업은 제품 품질 및 생산 관
행의 기준 향상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3. 태국: 토요타태국
일본의 세계적인 토요타 자동차 회사는 1962년도에 처음 태국에 진출하였
고 1979년 처음으로 몸체 생산을 시작한 후, 이후 완성차 생산을 시작하였다.
특히 1985년 프라자협정 이후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일본의 자동차 업계
들이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해외 생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태국이 주요 생
산거점으로 선택되었다.
토요타태국은 완성차의 무결점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수한 부품 품질을 유
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현지 부품 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유지
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현지 기업 육성을 추진하
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현지 기업에 일부 전수하여 부품 가격
하락을 추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토요타는 부품 생산 환경의 경쟁 유지와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
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태
국 내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살아남게 되고, 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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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요타태국은 토요타협력클럽(TCC: Toyota Co-operation Club)이
라는 기구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토요타협력클럽은 원
래 1982년 토요타가 해외 생산을 시작하면서 현지의 생산 부품업자들과 구축
한 일종의 협력기구였다. 토요타협력클럽은 설립 이후 가장 먼저 태국에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토요타에 부품을 납품
하는 현지 기업은 25~35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하여 품질 개선
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태국에서의 생산 규모가 늘어나고 협력 중요성이 커지자 토요타태국은 TCC
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6년 토요타태국은 생산과정에서
144개의 1차 벤더와 525개의 중소 2차 및 3차 벤더를 보유하였다. 이 중 몇몇
벤더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요타 자동차의 완결성
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토요타태국은 이를 위하여 1차 벤더는 물론이거니와 2차 및 3차 벤더에 이
르기까지 품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하였다. 토요타 직원들이 관련 2, 3
차 벤더들의 공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였고, 또 1차 벤더 공장을 중심으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2차 및 3차 벤더 공장들을 위한
생산 매뉴얼을 토요타가 직접 제작하거나 매뉴얼 작성 작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토요타태국은 1차 벤더 및 2, 3차 벤더 중소기업들과 중소 그룹 미팅을
주선하였다. 즉 토요타의 관련 직원들이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미팅을 통하여
각 기업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컨설팅하면서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토요타 직원들은 거의 평생 고용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지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장기적인 상생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물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2차
및 3차 벤더 중소기업 직원들이 1차 벤더가 개최하는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
할 경우 이들이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어 참석할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
지 않았다. 종신고용이 일본에서는 보편적이었지만 태국의 기업들에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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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의 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기업의 생산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개개인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편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나타났다. 2차 및 3차 벤더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나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교육 및 세
미나를 개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및 3차 중소기업 직원들의 능력 부족도 토요타의 프로그
램이 극복하여야 할 과제였다.

4. 인도: Fiat 자동차
이탈리아의 피아트 자동차와 인도의 Tata 자동차는 1997년 인도에 조인트
벤처로 Fiat India Automobiles Pvt Ltd.(FIAPL) 를 만들고 1991년부터 자
동차 생산을 시작하였다.
인도는 1991년 그동안의 폐쇄경제에서 벗어나 경제를 개방하고 외국인 기
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이루어졌다.
당시 FIAPL는 피아트사의 소형차인 Fiat Uno(1996–2002), Fiat Siena
(1999) 등을 생산하였다. 이때 FIAPL는 인도 자동차와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합작법인이었기 때문에 피아트를 생산하되 주요 부품은 기존 인도 Tata사의
부품을 상당부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 생산 이후 인도 부품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자 FIAPL
는 UNIDO(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와 인도 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인도 부품사의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1999년 처음 진행하였고, 이는 수년간 이어졌다. 해당 프로그램에
는 1999년 말까지 30.5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2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제도적 역량 구축 및 기술 획득 구성 요소가 포함되었다.

178 •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이때 실제 이들 부품사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도자동차부품협
회(The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인도자동차연구소(The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및
INSEAD 및 Prince of Wales Business Leader Forum이 담당하였다.
이는 FIAPL의 1차 벤더인 Bharat Forge를 비롯한 20개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8개월의 그룹 교육 및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 토요타사의 우수
한 생산 방식을 현지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강의
실 교육과 각종 벤치마크 기업 현장 방문, 세계 주요 전시회 방문 등이 이루어
졌고, 금융 및 회계 교육도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스틱, 고무, 금속 가공 분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클러
스터의 본거지인 인도 서부지역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전략적 개발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20개 중소기업이 9개월간
집중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정되었으며, 여기서 생산 공정 문제를 다
루는 작업 현장 지원, 관리 문제에 대한 교육, 파리 국제 스터디 투어, 프랑스
및 이탈리아 공장 방문 등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시행의 결
과, 생산 완료에 필요한 평균 시간의 52% 단축, 근로자 결근 감소, 공간 활용도
향상 등의 양적 개선과 더불어 품질과 생산효율성 간 관계에 대한 인식 향상,
물류 개선 등의 질적 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다국적 대기업과 개발도상
국 정부, 전문 중소기업 지원 단체 및 지역 산업 단체 간 파트너십이 산업을 변
화시키고, 해당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성장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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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세안: 일본 자동차 산업의 아세안 지역 생산 네트
워크 구축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계인 미쓰비시 자동차, 토요타, 닛산, 혼다 자동
차 회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생산기지를 점차 아세안 지역으로 확
장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전은 중국 내 생산 비용 상승을 비롯하여 아
세안 역내 시장 진출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며, 아세안공업보완계획, 아세안 자
유무역협정 등에 힘입어 빠르게 진출 및 이전에 성공하였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들에서 [그림 5-3]과 같은 부품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아세안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아세안 현지의 원자재
및 중간재 산업과 협력하여 원자재 및 중간재를 공급받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림 5-3. 일본 자동차 산업의 아세안 내 부품공급체계

자료: 곽성일 외(2016),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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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토요타 자동차의 아세안 내 자동차 부품 생산 및 공급 체계

자료: 곽성일 외(2016), p. 96.

원자재 및 중간재의 현지 공급 비중은 2015년 기준 약 25~55% 수준으로 이
중 현지 기업을 통해 조달받는 비중이 25~60%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체 원자
재 및 중간재 공급에서 현지 기업의 비중은 6~25%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현지 기
업의 조달 비중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佐藤正和(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일본 자동차산업 생산네트워크에 참
여하는 현지 부품 공급기업은 약 4,000여 개 수준이며, 이 중 55% 정도가 현지
기업 또는 외자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 부품 공급을 높이기 위하여 아세안의 여러 나라
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만 달러를 초과하는 말레
이시아에는 자동차에 필요한 컴퓨터 칩과 같은 전자제품을 조달하고, 규모가
큰 차체나 의자 같은 크기가 큰 부품은 조립공장이 위치한 태국이나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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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위치한 부품공장에서 조달하였다. 또한 간단한 플라스틱 제품이나 내장재
등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기술수준이 낮
은 베트남 등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택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1차 벤더 및 2, 3차 벤더들의 생산성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기업 자체적으로 연구소 혹은 교육기관을
구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정기적인 세미나나 연수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이들 기업의 제품 품질 개선에 기여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은 GM이나 포드 등과 같은 미국계 자동차기업이 태국
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보여준 것과는 다른 형태인 것이다. 이들 미국계 기
업은 기업 간의 경쟁을 우선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전
통을 갖고 있다. 즉 이들은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원
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한 후,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관계는 주로 단기적인 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일부 기업을 선정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성 개선
을 위한 교육과 협력을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형태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6. 사례 종합
이상과 같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 등 신남방 국
가 4개국의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찰되었다.
첫째,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외국계 중소기업간 협력 사례는 거의 관찰되지 않
았다. 기본적으로 이들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외국 기업 자체들 중에는 중소기
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들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대기업과 현지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사례는 관찰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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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로벌 대기업이 현지의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때
현지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
이었다. 특히 나이키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현지 완제품 납품 제품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
다. 또한 피아트와 같은 인도의 자동차 기업은 현지 부품공장의 생산성을 개선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셋째, 기업 간 협력은 대부분 대기업이 구입하는 현지 중소기업 제품들의 생
산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현지의 중소기업에서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받는 대
기업들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협력하는 형태를 보였다. 즉 대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원자재 및 중간재를 현
지의 중소기업들이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일부 기업에서는 판매과정에서도 협력도 이루어졌다. 이는 내수를 중
심으로 하는 기업들에서 이루어졌는데 영세한 중간대리점들의 생산성 개선으
로 판매 증가를 원하는 방식이었다. 그 예로, 인도네시아 보가사리 제분의 경우
지역 판매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다섯째, 협력 자금은 대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는 현지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대기업이 구입하는 납품의 품질관
리와 같은 사항은 기업들이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여러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산
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의 경우에는 정부와 대기업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
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VBLI는 대기업, 현지 정부 및 중소기업 등이 모두 부담
하는 형태였고, 인도의 피아트는 대기업,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가 담당하는 방
식을 택하였다. 태국의 토요타는 토요타와 일본 정부가 부담하였다.
여섯째, 글로벌 대기업이 한 국가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진출한 경우, 이들
국가에서 비슷한 형태의 협력 사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자동차 공
장에서의 협력 사례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비슷한 협력 사례
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니레버의 사례는 베트남에서도 적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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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기업은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을 잘 활용한 것이었다.
일곱째, 이들의 협력 방식은 대체로 현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있고, 양쪽 간 이해도를 돕기 위한 미팅프
로그램도 포함되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대기업이 자금을 제공하거나 은행 대출
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현지의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
의 협력 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이었
고, 일부는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국제적인 인증서 취득으로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었다.
여덟째, 실제로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는 직접적인 기업 생산 노하
우 및 경험전수에서 시작하여, 현지의 각종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포괄적
으로 이용하였다. 인도에서는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용되었고, 태국의 토
요타는 기업 자체적으로 연구소 혹은 교육기관을 구축하여 내부 자원을 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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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1. 상생 협력 모델
2. 상생 협력과 정부 및 공공기관

1. 상생 협력 모델
가.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
신남방 국가 상생 협력 모델 및 프로그램 구축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
할 사항은 이 상생 협력 모델 및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진행할 주체와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득을 받을
대상 및 객체들로 대체로 ① 신남방 국가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
업 ② 현지 정부와 한국 정부 ③ 현지 대기업과 현지 한국계 대기업 ④ 현지와
한국의 중소기업 진흥 및 컨설팅 기구 및 대학 연구소 등이 된다. 이들 참여자
들의 역할과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표 6-1]과 같다.
첫째, 협력 사업 참여자로 현지의 중소기업과 한국계 중소기업들이다. 신남
방 국가의 중소기업들은 개발도상국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사한 목표와 문
제점을 갖고 있다. 현지에서 자신들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판매영역을 확보하
려는 거의 동일한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가운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및
인력 부족 등은 문제점을 갖는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
서 끊임없이 타 기업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어려움은 거의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기업의 미래 생존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이나 현지 중
소기업들은 모두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의 관계가 된다. 즉 이들은 유사한 품목
을 생산할 경우 경쟁자가 되지만 가치사슬상의 연결되는 기업이 될 경우, 협력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협력자의 위치에 설 경우 상호 협력을 통
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판매로를 확대하는 공통적인 이익을 고려하게 된다.
이때 현지의 중소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미숙한 정책과 자금 지원 등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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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을 힘들어 한다. 따라서 우수한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및 한국 정부의 지원은 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즉 본 사업이 실시되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생산성이 개선되고, 한국 기업과
의 협력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경로 확대의 이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지의 중소기업들은 본 사업이 실시되면 가장 크게 지원을 받는 주체
가 된다.
한편 현지의 한국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지의 중소기업이 다수이고 한국
계 기업은 소수의 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계 기업들 역시 현지의 기업들
과 상생 협력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득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주체가 된다.
둘째, 본 사업에 참여할 두 번째 주체는 현지의 정부 및 공공기관과 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다.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금 및 기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
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신남방 국가 각국의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자
국 내 이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이 해결
하여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신남방 국가의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측면
및 사회 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신남방 국가
들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중소기업 전담 부처나 부서를 만들고 이를 위하여 활
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지 정부의 중소기업 전담부서나 공공기관은
매우 중요한 참여자가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부의 역량과
자금 부족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때 고려할 사항은 한국의 중소기업 전담 부서나 지원 기구들이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지
의 한국계 기업들도 법적으로는 현지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기
업 전담 부서나 지원 기구가 현지의 한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현지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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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표 6-1.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들
참여자

역할
현지

프로그램 참여

현지 한국계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

현지 중앙정부 및
정부 및 공공기관

기타 기관

역량 및 생산성 강화,
판매경로 확대

프로그램 제도적 지원

현지와의 협력 강화

현지 대기업

프로그램 지원

부품 품질 개선, 비용절감

현지 한국계 대기업

프로그램 지원

부품 품질 개선, 비용절감

한국 정부 및 현지

프로그램 수행 및 지원

현지 기관들

프로그램 수행

한국 기관들

프로그램 수행

컨설팅 기구,
대학 연구소 등

판매경로 확대

경제 발전

한국의 개발협력기관
중소기업 진흥 및

역량 및 생산성 강화,

프로그램 제도적 지원

지방정부
대사관, KOTRA 등

대기업

참여 동기

현지 한인회 및
상공인회 등

프로그램 지원

효과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 수행
산학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
지식 축적
산학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
지식 축적
현지 인력의 참여 독려 등

자료: 저자 작성.

셋째, 신남방 국가 현지의 대기업 및 현지 한국계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
신남방 국가 현지에 진출한 많은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한국계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로서 다른 한국계 기업과 연결하여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계 중소
기업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들 중소기업에만 도움을 주는 것
이 아니고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 것이다.
한편 한국계 대기업은 현지에서 많은 현지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조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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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현지에서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현
지 기업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지의 대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이 현지
및 현지 한국계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지의 대기업이나 현지 한국계 대기업이 이들 현지 한국계 중소기
업 및 현지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대기업을 위해서도 바
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대기업이 포함된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넷째, 상생 협력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한 모델에 포함될 또 다른 참여자는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들이다. 여기에는 사업 자금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며 관리할 기관이 포함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사업에는 한국의 중소기업 담당 정부부처가 이
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현지의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 중소기업 역량 강
화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담당기관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개발협력 사업 담당기관은 신남방 국가의 한국
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에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할 기관이 된다.
다섯째, 개발협력기관이 구체적인 사업을 설정하면 이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
하다. 즉 구체적으로 협력 포럼을 수행하고, 교육 및 기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기관들이다.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 협력기관이나 컨설팅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및 현지의 관련 협력기관, 인도의 컨설팅 기관 및 대학 연구소들로 구성
될 수 있다. 관련 사업이 제안되면 실제로 현지 중소기업과 한국계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이 수행될 것인데, 이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연합체나 이들과 관련된 기관
들이다. 현지의 한인회나 한인 상공인회, 현지 상공인회, 중소기업 협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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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본 사업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성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이 수행되려면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국
과 현지 상대국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이 같
이 참여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해가 높은 인력이 양국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기
업들의 이해관계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단기
간에 성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상생 협력 모델 및 프로그램의 수행 원칙
한국과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모델과 프로그램은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상생 협력 프로그램은 현지의 한국계 중소기업 및 현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사업이 중소기업의 문제
점 해결 목적으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현지의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
의 이익을 공동으로 받거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이익을 얻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만약 본 사업에서 현지의 한국계 중소기업만이 이득을 볼 경우 현
지 정부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한국 정부가 현지 한국 기
업에만 이득을 준다는 불평을 현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또한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왜 법적으로 현지 기업인 한국계 기업에 지원이 되는가의 이
중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현 사업의 자금이 개도국에 대한 협력 자금으로
사용되는 한,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이 모두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이들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에는 한국 정부의 자금이 포함되어야 한
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신남방 국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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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한국계 기업들이다. 때문에 이들이 상당수의 이득을 보는 프로그램에는
당연하게 한국 정부의 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 현지 정부의 지원도 가능
하지만 경제구조나 1인당 소득 정부의 예산 집행 능력 등 신남방 국가 경제 현
황을 살펴볼 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넷째, 신남방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개발협력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
다. 즉 법적으로 현지의 한국계 기업들도 현지 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의
한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도 공적개발협력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이때 공적개발협력 자금이 사용될 경우 공적개발협력 자금의 용도에 대
한 각종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상생 협력 프로그램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생 협력 프로
그램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구축
에서 시작하여 기업 컨설팅, 교육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실시되어야 할 국
가는 신남방 국가 11개국 중에 제조업이 진출한 8개국 정도가 유망하다.34) 또
한 진출 분야와 진출 지역 역시 매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사업
을 수행할 경우 하노이 지역은 주로 전자부품 산업이, 호치민시티는 주로 섬유
및 가방업종이 중심이고, 인도에서는 델리 지역은 주로 전자부품 산업 중심의
한국계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첸나이 지역은 자동차 부품, 금속 부문을 중심으
로 진출해 있다.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이 디자인되고 시행될 경우 이러한 사항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상생 협력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신남방 국가
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은 1~2 년 사업을 보고 진출한 것이 아니고, 10년 이
상의 기간을 사업하기 위하여 진출한 것이다. 또한 현지의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상생 협력 사업은 1
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4) 신남방 국가 11개국의 국가별 진출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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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프로그램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① 현지의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
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② 현지의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
업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③ 한국의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
며 ④ 공적개발협력 자금의 사용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⑤ 수년간 지속 가능
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주요 상생 협력 모델 프로그램
1)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지에 진출한 많은 한국계 기업은 현지 기업과 협업하여 다양한 이점을 얻
을 수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지 기업들의 부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인력
공급 및 노사문제 해결, 현지 마케팅 등에서 현지 기업들과 교류를 하려고 하지
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 한국계
기업들은 정해진 인력에 주어진 업무에도 힘들어하는 실정이다.
반면 현지 기업 역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실
정이다. 즉 자신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한국계 기업에 납품하거나, 한국계 기업
의 생산품을 구입하려고 하여도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문제는 현지에서의 상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실제로 현지 한국인 기업가 및 상공인회나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들과 인
터뷰한 결과 한국인 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현지 상
공인들과의 공식적인 채널이 없기도 하거니와 아주 제한적인 네트워크만 이루
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협
력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력의 시작은 현지 기업들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 수행된다면, 현지 한국계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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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시작은 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운
영이다. 이는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들 간의 정기적·비정기적인 포럼이나 미
팅 등이 될 것이다. 이때 이들 포럼이나 미팅에서는 현지 정부 혹은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인사나 부문별 전문인사 초청 강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계 기업들에 현
지의 경제 및 경영 기법을 소개하고,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경제 및 경영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각자의 문화 협력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연 및
포럼을 통한 상호 네트워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본 사업의 참여인력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경영진, 중간관리자 및 노동자 등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네크워크 구축사업은 기업들의 CEO 레벨과
중간 관리자 레벨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EO 레벨에서
사업 참여의 필요성 논의가 이루어져야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반면, 특정
한 주제에 들어가면 CEO보다는 중간관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럼이나 미팅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들 간의 분야별 소그룹을 형성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일단 정기적인 포럼으로
연 1~2회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그룹별 모임이 이루어지면 서로간의 네트
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업체 대부분은 소수의 한국인 경영인력
들이 많은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하는 경영체제를 갖고 있다. 이들 기업이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이유가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자본력이 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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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인력과 지대 및 생산원료 등과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 노동력의 질이 매우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한국과 다르기 때문
에 현지 노동자들의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업의 생
산성 제고와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이는 많은 세계의 대기업들이 개도국에 진출하면서 겪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부품을 활용하여 완성품을 만
들거나 주문자 상표 형태로 자신들의 상품을 제조하는데 이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지 인력 역랑강화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혹은 체계적인 연수프로그
램의 운영과 비정기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구성된다. 체계적인 연수프로그
램은 수개월 혹은 단기간 집체교육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되
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비정기적인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현지의 회계나 노무 등 기본적인 경영 개선프
로그램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다양한 사업 경험을 현지에 전수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때 이들 주제는 교육 대상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나 주로 기업들이 직면한 기술 및 노무적인 이슈 등과 같이 단기적
으로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
장기적인 사항으로 중소기업 디지털화나 ESG를 위한 준비 등과 같은 장기적인
이슈가 포함될 것이다. 즉 개도국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중소기업들은 미래 준
비적인 주제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국의 문화차이 등과 같은 교양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
이다. 양국 경영진 및 노동자들 사이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는 ① 한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 ② 현지의 관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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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전문가 ③ 한국의 관련 프로그램 운용기관(연구소 및 대학) ④ 현지의 관련
프로그램 운용기관(연구소 및 대학) 등이 참여하는 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현지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 등 경영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
그램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에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진단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경
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영 및 기술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환경, 기업역량·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개선 로드맵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경영 컨설팅 등이 비슷한
활동이다.
하지만 신남방 국가와 같은 개도국에서는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이러한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이 많지
않고, 그 관련 예산이나 지원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아세안이 경제공동
체를 건설하는 중요한 이슈로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인력 및 재원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들 사업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들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컨설팅 참
여 기관끼리의 모임이나 사례 발표 등과 같은 기업 참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
용하면 기업 간의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및 현지의 전문가들이 현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개별
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현지의 관련된 기관을 섭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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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관이 관련 업무를 실시하되, 한국계 및 현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개별 기업 컨설팅은 너무도 세부적인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들을 팀으로 엮어서 컨설턴트가 서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
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라. 상생 협력 사업 추진제도 구축
1) 상생 협력 사업 재원 조달
상생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려면 이를 위한 재원과 제
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신남방 국가 중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들
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들로 현지 한국계 기업 혹은 현지 중소기업을 위하여 경
제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한국의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신남방 국가에 많은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신
남방 국가의 인프라 구축, 보건 복지 향상, 경제발전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
고 있다.
이때 이들 사업 중 일부는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되
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KOICA는 인도네시아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
IT 훈련 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개발 센터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
업을 수행하였다.
현재 이들 사업은 대부분 사회에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의 지원생들에게 집
중되어 있다. 이들 사업의 일부를 기존 사업장의 인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활용
할 경우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인력 양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2020년 12월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인도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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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와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고 중소
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에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
업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35)
한편 재원의 일부는 현지의 대기업이나 현지 정부도 부담할 수 있다. 즉 이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주체들이 현지의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어
도 현지의 각종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상생 협력 사업 담당기관 선정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려면 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기관이 필
요하게 된다. 즉 개발협력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예산이 선정된 이후 개발협력
담당기관이 선정되면 직접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다르게 되나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다. 즉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한국에
서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의 특정 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현지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
고, 이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때 한국과 현지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
의 기관이 추진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지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35) KOICA의 해당 사업을 통해 양국은 △인도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 △ILO
가 개발한 중소기업 특화 교육훈련 모듈을 활용해 청년 창업가·신생 중소기업 등 육성 △기존 중소기
업체의 생산성 및 노동환경 개선에 협력하게 된다. 다만 이 인도 사업에는 인도 동남부 오디샤 및 안드
라 프라데쉬 주의 식품 가공과 의류·섬유 분야가 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한국계 기업들이 거의 없고 또
인도 내에 식품가공과 의류 섬유 관련 한국계 기업이 거의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국계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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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계별 상생 협력 사업 추진
1) 프로그램별 사업 수행 단계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신남방 국가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중소기업간 상생 사업이 거의 없었
을 뿐더러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남방
국가라고 하더라도 각국의 기업 및 경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다. 또한 현
지의 사정상 각국 중소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먼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어떤 다른 협력 사업을 하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하기 가장 적합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의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의 중소기업들이 상
호간에 이해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도 추가로 수행되기 힘들다. 따라서 가
장 우선적으로 이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네트워크 구축사
업은 상호간을 이해하는 단계이자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각종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이 수행될 것이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교
육수요와 공급 가능성을 파악한 이후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다. 교육수요 파악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의 종류와 깊이 및 분야를 선정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관리, 회계, 노무관리, 양국의 기업 문화 등등의
주제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 직원들의 대상에 따른
지식의 깊이를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개별 기업 컨설팅이 제안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현지의 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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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사실 상호간에 상당부분 신뢰성이 확보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과정
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노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개별 프로그램 수행 단계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별 프로젝트는 부문별 단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제1단계: 사업 준비 단계
본 단계는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사업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2단계에서 수행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요를 조사하고, 현지에 적용
할 방법론을 구체화한다. 즉 사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항목과 분야 및 지역 등을
확정하고 현지 파트너 등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실제로 사업 수행에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된다. 본 사업은 한국이 아
닌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현지와 한국계 중소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효과적이고 실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동의하거나 만족하는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② 제2단계: 사업 수행 단계
사업 수행 단계는 1단계 준비 단계에서 수립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단
계이다. 여기에는 포럼들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나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에서 각국에 적합하게 선정된 사업이 실행되는 단계이다. 즉 구체
적인 사업 수행자들이 결정되고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사업의 포럼사업은 실제로 특정 일자에 발표자가 섭외
되고, 한국계 및 현지의 중소기업 참가자들과 함께 포럼이 이루어지는 단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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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사업은 실제 한국과 현지 강사들이 현지의 한국계 및 현지 기업의 담당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기관이 결정되고 담당직원이 현지에 파견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컨
설팅 사업은 국내 및 현지의 전문가들이 현지의 개별 기업을 방문하여 문제점
을 찾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③ 제3단계: 사업 평가 단계
사업 평가 단계는 수행된 사업을 평가하고 미래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이 도
출되는 단계이다. 신남방 국가에서 중소기업간 협력 사업은 아직까지 별로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위
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프로그램 수행 국가 선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선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신남방 국가는 아
세안 10개국과 인도가 포함되는데 이들 국가에서 모두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
이다. 아직까지 이들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 방법도 확실하지 않
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이들 11개국 중에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는 이미 우리나
라가 ODA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고소득국가에 해당되고, 미얀마는
2021년 들어 쿠데타 발생 등 정치적인 불안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제
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경제규모가 작고 한국 제조업체의 진출 규
모가 작은 라오스 역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아세안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
보디아, 태국 등 5개국과 인도 등 6개국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상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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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인도네시아와, 최근 들
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된 베트남,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인도
정도가 1차적 협력사업 수행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들에서의 경험
에 기초하여 아세안의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국가 순위가 제시된다.

표 6-2. 신남방 국가 중 상생 협력 사업 참여 국가
단계

참여 국가

1단계 참여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2단계 참여 국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3단계 참여 국가

라오스 등

자료: 저자 작성.

바. 주요국별 상생 협력 프로그램 수행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지난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기업들이 가장 오래전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한 국가이다. 때문에 현지 진출이 오래된 기업도 있는 반
면 최근에 진출한 기업도 존재하는 상태이다. 특히 현지 진출이 오래된 기업은
상당한 수준의 현지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내수 시장
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산품의 수요지로서 내수가 중요하여 현지 기업과의 협
력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프로그램 중 다양한 프로그램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력 프로그램에는 ①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
업 ②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③ 현지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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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미 현지화된 중소기
업도 많기 때문에 이들 세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수행에서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한국의 ODA 담당기관이 되
고,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도네시아의 협동조합·중소기업부(The Ministry
of Co-operative and SMEs) 등은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집행부서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도네시아의 PT Permodalan Nasional
Madani(PNM) 등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와 한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지 KOTRA와 한인회 및 한
인상공인회, 현지 상공인회 등이 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포럼을 운영할 경우, 한국의 KOICA
자금이나 한·아세안 협력 자금이 지원되고,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도네
시아의 중소기업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한국의 중소벤처기업공단이나 중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 등
이 이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관련 지
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포럼이 개최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현지
의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
인 상공인회나 현지 상공인회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들 포럼 이
후 개별 기업들 간의 사업별 섹터별 그룹별 행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수행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중소벤처
기업공단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국내 중소기업 관련 교육 프
로그램을 인도네시아의 한국계 및 현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
는 것이다. 이때 교육 내용은 대상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기본적으로 기업
의 경영이나 회계, 마케팅 등 분야의 교육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
업들이 많이 분포한 섬유, 가방 등 소비재 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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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컨설팅 프로그램은 한국의 중소벤처기업공단이나 소상공인진흥원
등이 한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의 한국계 기업들과 현지 기업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현실과 현지
의 경제 및 사회 현황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춘 전문가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하
나 이를 국내에서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내의 컨설팅 기관과 현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인도네시아의 한국계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기업인들이나 퇴직자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들은 컨설팅 보고서 작성이나 이론적인 설명은 부족할 수 있으나 국내 전문
컨설턴트들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현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원하
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에서 현지 기
업들에 오랫동안 컨설팅을 수행한 현지인들의 참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베트남
베트남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지역이다. 이들은 대체로
수도인 북부의 하노이와 주변 지역인 박린 및 하이퐁을 중심으로 진출한 기업
과 남부의 호치민시티 주변의 공장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우리
나라 기업들과 활동하면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대기
업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보다는 개별 기업과
의 협력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은 크게 ① 대기업 협력업체
(1차 혹은 2차 협력업체)와 ② 단독으로 진출한 중소기업들로 구분된다. 이때
단독으로 진출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 기업의 판로는 국제적인 대기업이
나 국내의 중견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를 만들어 나이키 등에
납품하는 기업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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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중소기업 대상 협력 프로그램은 대체로 ①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
지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②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
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한국의 전문가들이나 관련인들 사이에
서 베트남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현지 기업을 직접 컨설팅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그램 수행에서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한국의 ODA 담당기관이 되
고,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베트남의 The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등은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집행부서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예를 들어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와 한국의 해당 분야 전문
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지 KOTRA와 한인회 및 한인상
공인회, 베트남중소기업연합회(VASME: Vietnam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한베트남중소기업교류협회 등이 사업을 지원하
게 될 것이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섬유, 가죽가방 제품과 전자부품이 가
장 많기 때문에 이들 업종 대상의 소그룹 미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 기업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한편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업종별 분포에서 수도 하노이 주변은 주로 전
자부품, 통신 관련 기업들이 많고, 호치민시티는 주로 섬유와 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포럼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만 현지의 업종
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중소기업 포럼을 운영할 경우, 한국의 KOICA
자금이나 한·아세안 협력 자금이 지원되고,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베트남
의 The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가 협력하는 가운데 행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공단이나 중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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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관 등이 이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경영 및 경제 분야 전
문가들이 기업 경영 및 비즈니스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포럼이 개최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현지의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인 상공인회나 현지 상공인회, 베트남중
소기업연합회(VASME), 한베트남중소기업교류협회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때 이들 포럼 이후 개별 기업 간의 사업별 섹터별 그룹별 행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만약 포럼이 호치민시티에서 수행된다면 이는 섬유
업종이나 가방업종 대상의 기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수행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중소벤처
기업공단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국내 중소기업 관련 교육 프
로그램을 베트남 한국계 및 현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
이다. 이때 교육 내용은 대상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
영이나 회계, 마케팅 등 분야의 교육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베트남 북부와 남부 간 산업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대상이 중간관리자인가 혹은 경영진
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하노이 주변 박린 지
역에서 이 교육 과정이 수행된다면 전자부품 대상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분야 이수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
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태국
태국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남방 국가 중에서 상당히 일찍이 중소기
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추진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또한 중
소기업진흥청(Offi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을 설
립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국가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태국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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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방콕 중심으로 분포하며 전자부품, 금속가공을 주
요 업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태국에 진출한 기업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된 기
업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태국에서의 사업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업을
모두 실시할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계 기업의 중소기업 수
가 많지 않은 가운데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태국 중소기업 대상 협력 프로그램은 대체로 ①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
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②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점차로 ③ 기업 컨설팅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국 내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한국 정부와 현지 정부 및 한국의
중소벤처진흥공단, 현지의 한태상공회의소, 태국 중소기업협회 등이 협력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태국에서의 중소기업 협력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태국 정부와의 협력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태국의 중소기업진흥청은 이미 수년에 걸쳐 자
국의 중소기업 역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한 경험이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도 협력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둘째, 포럼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시 한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지 전
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다. 태국은 개방적인 국가로서 국제적인 환경하에서 각
종 분야 전문가들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또 아시아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도 위치한다. 상대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능력도 어느 정도 보장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원조달 측면에서 현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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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이미 1인당 소득이 5,0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한국의 직접적인 ODA
수행 국가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와 현지 정부가 공동
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미 태국은 자국 내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태국은 개방적인 국가로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것에 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이다. 때문에 현지에 대한 관련 사업 사무실을 설치
하거나 현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가 파견이 가장 용이한 국가이다. 일차적
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작한 후, 현지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 지원 기관
등에 한국의 전문가를 파견하기 가장 용이한 국가이다.

4) 인도
인도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비하
여 크게 적은 수준이다. 또한 이들은 크게 델리 근교의 삼성전자 공장과 관련
기업들이거나 첸나이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진출한 기업들이다. 따라
서 이들의 진출 업종 역시 전자 부품이나 자동차 트레일러 등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인도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
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그 성과
가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너무도 넓은 땅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가운데
현황 조사도 힘든 실정이다. 최근에 와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통계를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인도는 넓고 다양한 수준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한국
기업 정보와 이들 기업에 대한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상호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업종이나 지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현지 한국계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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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기업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추가적인 협력 사업에 크게 진취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서야 우리나라와 인도 정부 간의 개발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도 크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프로그램 공급 및 수요 측면을 모두 볼 때 인도에서 한국계 중소기업
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협력 사업은 가장 초보단계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중심
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인도에서 한국계 기업이 밀집한 지역
을 중심으로 각종 포럼이나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인 기업들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
행되어야 한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분기별, 연간 행사로 기획되고 시행되면
서 상호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로 인도 내 한국계 중소기업들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고, 현
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역시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점
을 보완하는 사항이 필요하다. 이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인도 정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설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도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가이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
력 이외에도 지방정부와의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중점
적으로 진출한 지역이 크게 보면 두 개의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지방정부들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인도 내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전문가나 기관들이 많지 않다는 점
이다. 인도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인도의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을
모두 이해하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인도
내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역사가 짧고 그 범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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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인도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많이 찾을 수 있지만 한국 내에서 인도에 대
한 비즈니스 전문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인도의 문화적인 특성을 이
해하는 경영 컨설턴트를 한국에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사업이 너무도 특정 지역의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들에 이루어진다
면 현지 정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사업은 한국의 ODA 자
금을 사용하여 현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자금이 한국계 기업이 많이 위치
한 지역과 분야에 너무 집중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한국계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본 사업은 현지의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들의 상
생에 목적이 있고 이 때문에 ODA 자금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최초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단
계 교육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에서 한국계 기업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급한다면
이는 현지 한국계 기업 및 현지 기업 모두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2. 상생 협력과 정부 및 공공기관
가. 상생 협력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신남방 국가에서 현지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의 상생 협력 과정에서 정부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이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즉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사업 형태
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상생 협력 과정에서 정부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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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사업구조의 설정이다. 이는 현지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현지의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디자인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프레임워크를 만드
는 것이다. 이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구축사업, 역량강화 교육 훈
련 사업 및 컨설팅 사업 등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의 수행 단계와 시기 등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남방 국
가 11개국 중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업 순서로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을 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확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
다. 전 세계 많은 정부가 이미 자국의 중소기업을 위하여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필요성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의 한국계 중소기업은 직접적으
로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가 신남방 국가에 사용하는 각
종 개발협력 자금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셋째, 사업 수행을 감시·관리하는 것이다. 특정 사업이 결정되고 자금이 투여
되면 대체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감시 감독하는 역
할을 한다. 예를 들어 현지 중소기업 직원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국내의
중소벤처진흥공단이나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들 기관이
다른 사설 및 공적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의 연구소나 기관이 특정 분야의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사업을 감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예정대로 예산
이 집행되고 또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별
사업 혹은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후 성과를 높이기 위
하여 개선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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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활동의 유의점
정부와 공공기관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남방 국가 현지의 한국계 중
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예산을
설정한 후 실제 수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의 여러 기
관들이 신남방 국가들과 여러 가지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개발협력 사업
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의 업무는 매우 표준화된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의하
여야 한다. 이를 사업구조 설정 단계, 사업수행 자금 조달 단계, 사업 실행 단계
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사업 디자인 단계
이 단계에서 고려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 사업이 다양한 참여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현
지 국가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어야 하고, 실제로
여러 기관 및 인력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구조를 짜기가 매우 어렵다
는 사실이다. 한국과 현지 정부, 중소기업 육성기관들 등이 참여하고, 실제 사
업 수행과정에서도 여기에 양국의 컨설턴트와 양국 중소기업 직원이나 대표 등
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분모를 찾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을 디자인하고 실행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사업 대상 업종 선정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한국 기업들은 섬유업
종이 많기 때문에 관련 업종 대상 교육 인력 양성 사업을 주장하지만 현지 정부
는 전자기계업종 기업의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많은 지역
에 관련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지만 현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전혀 한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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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없는 지역에 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여러 지역과 업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지와 협력하는 행태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본 사업에 사용하는 협력 자금이 현지의 중소기업과 현지의 한
국계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도록 수행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업
에서 현지 기업들과 현지의 한국계 기업을 차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
서 본 사업의 실시가 현지 기업이나 한국계 기업 한쪽에 이익이 쏠리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업 예산 구축 단계
본 사업은 현지의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
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이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
가 없다. 그러나 외국에 존재하는 한국계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자리의 해외수출로 해
석될 수 있다.
이들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한국과 협
력하는 가운데 진출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신남방 국가로 진출하는 많은 기업
들이 고임금과 같은 국내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따라 해외로 이전하는 사양업종
이라는 점 및 우리나라 산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정부가 현지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많은 자금을 이미 사용하
고 있고 이 자금을 한국계 기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더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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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실행 단계
사업 실행 단계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장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사업 효
율성의 극대화이다. 즉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보다 많은 현지 한국계 및 현지
기업들이 참여하여 생산성 증가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져 실제 기업 경
영성과가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우수한 사업 수행
자들이 선정되고, 우수한 개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로 이들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전문가와 기관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
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현지의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및 한국
과 현지의 사정에 밝은 전문가가 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인력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가장 유의할 사항은 개별 프로
젝트 수행에 적합한 인력과 기관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인 성과를 보기 위하여
현지 컨설팅 기관이나 대학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사업이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상당기간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파트너가 사업 수행에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의 어느 기관보다도 현지 상황에 밝다는 이점을 갖
고 있다.
또한 현지의 컨설팅 기관들은 현지에서 많은 중소기업 컨설팅을 수행하여
관련 노하우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한국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합해져 비로소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또한 현지 기관들의 노
하우를 한국의 컨설턴트나 기관들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별로 한국인 청년 인턴이나 한국인 현지 직장 퇴직자를 활용하
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 인턴은 개도국 비즈니스를 원하는 젊은 청년들
에게 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현지에서 오랜 경험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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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퇴직자나 한국의 유사 직장 퇴직자를 파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이다.
사업 실행 단계에서 고려할 두 번째 사항은 현지 기관들과의 원활한 관계 유
지이다. 본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가 한국이 아닌 신남방 국가라는 점이 이해되
어야 한다. 실제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국 정부나 한국 공공
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별로 없다.
때문에 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사업 주관기관 혹은 한국 정
부가 현지 정부나 사업에 관련된 기관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나 현지 기업들이 위치한 지
방정부 등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의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수행할 인력이나 기관이 별로 없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일부 기능
을 수행할 기관이나 인력이 이 사업을 최초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
우 이들에게서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하
고,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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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현지 기업별 인터뷰 질문지
2. 인터뷰 내용

1. 현지 기업별 인터뷰 질문지
[Interview]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 인터뷰 목적
◦현지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현지
혹은 외국 기업과의 상생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의 의견과 정책제언
수집을 목적으로 함
- 현지에서 현지 혹은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 경험(성공, 실패, 어려움) 조사
-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상생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
-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도출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기업 및 개인의 익명성은 보장하며,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함

□ 인터뷰 주제
◦제1주제: 기업 소개 및 일반 사항

Q1) 기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업력, 기업규모(자산, 매출 및 고용 규모), 핵심 품목(업무 분야) 및 기술, 주요 납품
처, 해외진출(계획) 연도, 진출동기 및 진출형태)

Q1.1 업력
Q1.2 기업규모(국가별 상이)
고용규모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기타

상시근로자

1~5인

6~50인

51~200인

200인 이상

자료: ADB Asia SME Monitor 2020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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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주요생산품목
제조업 중분류

회사 주력품목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가구 제조업 ③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④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⑥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⑦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⑨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⑩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⑪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⑫ 식료품 제조업 ⑬ 음료 제조업 ⑭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⑮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⑯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⑲ 전기장비 제조업 ⑳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Q2) 현재 진출 국가 및 중점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진출 전략 및 진출 과
정은 어땠나요?
∙ 해외 진출 동기/형태/세부전략
∙ 한국 혹은 현지 정부의 지원 수혜 사항

Q2.1 해외 진출동기
① 가격경쟁력 ② 품질경쟁력 ③ 기술경쟁력 ④ 시장개척 등 판로확보
⑤ 현지화 ⑥ 전략적 제휴 및 투자(자본)유치 ⑦ 기타(

)

Q2.2 진출형태
진출형태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연락사무소

해외지사

체크(◯)

Q2.3 투자형태
① 단독투자 ② 합작투자 ③ 기술투자
Q2.4 귀사가 추진하는 세부전략
① 제품품질 ② 제품 디자인 ③ 회사/브랜드 인지도 ④ 가격경쟁력
⑤ 해외 광고/판촉 활동 ⑥ 유통채널 확보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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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회사의 동종업계 타사대비 장점은 무엇인가요? 현 사업영역의 전망은
어떤가요?
∙ (장점) 기술력, 현지화, 마케팅, 네트워크, 전문인력, 자금력, 혁신성 등

◦제2주제: 현지에서 현지 혹은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성공요인, 실패요인 및
애로사항)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 기업에 진출할 때, 법적으로는 외국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
수이며, 한국 정부가 현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
생. 이에 목적은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
록 수행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라는 사전 설명이 필요]

Q4) 현지에서 현지기업 혹은 외국기업과 협력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
떤 형태로 진행되었나요? (없다면, 그 이유는?)
∙ 기술협력, 생산협력(하도급거래), 유통협력 등

Q5) 현지기업 혹은 외국기업과 협력은 성공적이었나요? 협력과정에서의 애
로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기술력, 상품, 마케팅, 자금조달, 인프라, 전문인력, 경쟁력, 규제(제도), 부패한 관
료등

Q5.1 협력과정에서의 애로사항
① 현지에 대한 이해 부족 ② 통역 ③ 현지 파트너와 협력 애로
④ 마켓팅, 홍보 ⑤ 자금조달 ⑥ 전문인력 확보 ⑦ 기타(

)

Q6) 협력과정에서 한국 혹은 현지 정부는 어떤 지원을 했나요? 참여하신 사
업이 있나요?

Q 6.1 현지 정부의 참여 사업
① 국가 간 제도적 협력 ② 시장 조사 ③ 자금지원 ④ 국내 시장 활성화
⑤ 인력수급 애로 및 교육 훈련 ⑥ 연구개발투자 ⑦ 박람회 개최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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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상생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제언

Q7)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들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Q8)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
유는?

2. 인터뷰 내용
가. 기업 A(인도)
(기업소개)
기업 A는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로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부품인 냉각시스
템 부품, Engine Management System, 센서·스위치류,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 부품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엔진
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장치, 센서, 실린더 헤드 커버(Cylinder
head cover) 등이다. 동 사의 전체 매출액은 약 1조 7,000억이며, 인도법인의
경우에는 500억 원 규모이다. 인도법인의 주요 거래처는 현대·기아차가 매출
액의 80%를 차지하고, 다국적 기업이 20%, 현지 업체 10%로 구성된다. 현재
인도 자동차 대기업인 마힌드라(Mahindra), 카파로 인디아(Caparo India),
일본 자동차 닛산, 스즈키 등으로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
자 수는 370여 명으로 한국 주재원 4명이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현
지인 366명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해 가
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보다는 노동집약형 생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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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가 주
목받는 상황에서 헝가리에 배터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로 완전 대체되
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기차 관련 공장은 현재 계획에 없다.

(해외진출) 진출동기 및 세부전략
자동차 제조업 1차 벤더 특성상 대기업의 해외 진출 이후 협력사도 납품단가
의 문제로 인해 동시에 진입하는 구조이다. 기존 A 기업은 현대자동차와 파트
너십이 이루어졌으며, 1998년도 인도에 현대자동차가 진출하면서 인프라가
조성되었고 그 이후 2006년 9월 단독투자 형태의 생산법인으로 진출하였다.
현대자동차가 진출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진출이 상대적
으로 용이했으며, 제품모델이 변경될 경우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애로사항)
인도는 철저한 관료주의와 문서주의로 기업의 설립과정과 주재원 가족의 비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적 차원의 복잡한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 또한 부패
에 의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 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즉 세관의
통관문제나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커미션 요구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인도 정부와의 협
력을 통해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수출·입 회사의 관세율을 낮추는 노
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료
들의 부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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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력적 측면)
A사의 인도법인은 현재 한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진출한 현지 기업
(인도 기업)과 한국 기업 모두 상호조약을 체결 중이다. 수입의 경우 원자재 및
설비 관세의 일부를 면제해주며, 수출의 경우 관세의 2~3%를 정부에서 환급해
주는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이외에 인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인도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생산협력은 진행된 부분이 없다. A 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는 높은 반면, 인도 기업의 경우 기술
및 생산시설이 낙후되었고, 이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근 인도계 자동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공급해주면 한
국 제품을 팔아주겠다고 합작회사(Joint Venture) 제안을 받았으나 기술유출
에 대한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

나. 기업 B(태국)
(기업소개)
기업 B는 금속가공유, 산업유, 엔진유, 합성유 등을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으
로 기초화학 분야에서 정밀화학 분야의 제품까지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개척하
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생
산은 물론 기술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태국에서는 아직까지 유통전문기업
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
2017년 자본금 40만 달러로 합작회사 형태로 태국에 진출하였고, 2019년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는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1년 현재 총 100여 개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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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크게 한국 기업(삼성, LG, 포스코 등) 50%, 중국 기업(하이얼 등)
30%, 일본 기업(도시바, 히타치 등)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한
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현지에 유통하고 있으나 향후
에는 태국 현지의 자체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고용인원은 10명으로 한국인 2
명과 태국인 10명으로 구성된다. 품질관리 및 일부 제품의 개발 등은 한국인이
담당하고, 유통은 주로 태국인들이 담당하는 구조이다.

(해외진출) 진출동기 및 세부전략
태국은 제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필요한 윤활유 관련 산업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핍 문제를 기회로 판단하여
2017년에 진출하였다. 태국의 윤활유 시장은 세계 브랜드 메이커의 각축장으
로 매우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동 기업은 우수한 오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품질경쟁력과 세계 주요 브랜드 대비 30%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
로 M/S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기회를 보고 진출
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서 제품을 홍
보했지만,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가 확보된 현재는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민간기업이 만든 공단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공단본부에서 제공하는 현지
기업들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수요처를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다.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가 높아진 것 역시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애로사항)
태국에서 외국계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은 크게 인력 조달과 자금사정
으로 볼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태국의 청년들도 3D 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태국 내 제조기업의 일자리는 대체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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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방콕 등 대도시 이외의 지
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고급인력을 고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비자 등
의 문제 해결이 원활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 역시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태국 현지에 한국계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지 않아 자금조달에도 상당
한 어려움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제품을 납품 후 60~75일에 결제를 해
주기 때문에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치 매출규모의 자금
을 융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담보가 없어 매출전표에만 의존해야 하는 외
국계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태국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관세
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정책·협력적 측면)
현지 태국 기업들과는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협력의 동기가
크지 않아 직접적으로 협력한 경험은 없다. 다만 최근에 태국 현지 기업으로부
터 에이전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련 업무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 자료와 샘플
제공 등을 공급하는 초기단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지원과 관련해서는 태국 현지에 진출한 이후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은 없다. KOTRA에서 추진하는 전시회 참가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코로
나로 인해 무산되었다. 또한 서비스(유통)법인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제조업
체에 지원되는 세제혜택 등 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 역시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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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C(태국)
(기업소개)
기업 C는 2002년 사출(injection)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으로 설립되어,
2008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한국으로부터 철판을 수입
하여 태국 현지에 판매하는 상사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점차 조립, 사
출, 금형제작 등으로 사업 확장을 통해 1차 가공, 2차 가공 단계를 거쳐 고객사
에 납품하는 단계로 사업이 성숙되었다.
본사는 단독투자 형태로 태국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후반부터 주 고객사
인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백색가전 중 일부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
면서 급성장하였다. 이에 2020년 본사의 자산은 500억 원, 연매출 1,000억 원
을 기록하고 있으며, 직원은 830명에 달한다. 또한 주요 제품별 매출액 비율은
철강이 30%, 금형이 30%, 사출 15%, 도장 5%, 자동차 부품 5%, 기타부문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동종 기업들은 철강, 플라스틱, 금형 등 개별 부분
에 집중하는 반면, 본사는 모든 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조, 판매하고 있
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해외진출) 진출동기 및 세부전략
본사는 대표의 태국 관련 전공과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태국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 10개 기업의 딜러와의 컨택을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
으며, 태국 현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였다. 또한
기업 설립 및 확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태국 현지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
를 유치하였으며, 낙후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로봇라인
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밖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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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망 다변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원재료 조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20년간 지속
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신뢰 구축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애로사항)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은 크게 인력 조
달과 자금사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금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운비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자금흐
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가전부문에서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수주가 늘고 있으며, 중국 가전업체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력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
황이 빈번해지고 있어 관리직 관련 고급인력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태
국의 생산인력은 동종업계의 경쟁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
나, 인력수급 면에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 실정이다.

(정책·협력적 측면)
현지 태국 기업들과는 협력한 경험이 없지만, 유통 측면에서는 여러 지역에
있는 현지 기업들의 딜러를 활용하여 협업을 하고 있다. 고객사는 태국 현지 고
객사와 외국 고객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 고객사에 대한 영업의 경우 한국
인 또는 인도계 매니저를 통해 영어로 소통하고 있으며, 태국 현지 고객사의 경
우 태국 현지 직원이나 딜러를 통해 언어적, 소통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과 관련해서는 태국 현지 정부나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
험이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태국 현지에서의 사업에 있어, 자사를 비롯한 현지 진출 기업들

부록 • 231

의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가
브랜드가치 향상이 현지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기업 D(태국)
(기업소개)
기업 D는 2003년 태국에 합작법인(Joint Venture) 형태로 진출하여 백열
전구를 생산하는 회사로 대표적 고객사인 미국의 오슬람 사에 납품을 하였다.
한편 2020년도 코로나19로 주문이 잠정 중단되면서 백열전구 사업을 접고, 현
재 LED 및 특수용 의료 마스크 두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핵심품목인
LED 조명은 태국 내 현지 공장에 사용하는 특수조명과 삼성전자 공장의 LED
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또한 3년 전 스포츠 마스크를 준비하여 현재 사업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용인원은 전체 69명으로 한국인 2명은 품질관리를, 태국인 67명은 생산
및 납품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진출) 진출동기 및 세부전략
한국의 인건비는 상당히 높은 반면, 태국의 월 인건비는 25만 원 수준으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진출하였다.

(애로사항)
현재 태국에는 한국계 은행이 없어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
다.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은 싱가포르 산업은행의 경유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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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계 은행이 태국에
진출해서 자금 지원을 도울 수 있다면 중소기업 입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태국은 삼성, LG, 포스코, 한솔, 풍산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대부
분의 한국 중소기업은 협력사로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간 과도한 경쟁
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적 부분에 대한 중재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협력적 측면)
제도적으로 태국 현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은 자금적 부문, 정보
적 부문, 인력 부문(전문인력), 원자재 수입 부문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지원에 앞서 협회를 구성하거나 한태상공회의소 내 중소기업 지원팀을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태국 내 전문인력은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정책으로 대우경
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베트남 200명 대상, 태국
20명 대상) 2년 정도 수행하였는데 이는 전문성은 떨어지고 원래 취지만큼 기
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현재 태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교민들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태국
언어, 교육 측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태국에서의 임금
(한국의 70%)은 한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지며, 보조금
을 지급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인재들을 유인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태국에는 BOI(Board of Investment)라는 외국인투자 혜택을 주는 제도적
측면이 있다. 한국 기업을 유치하는 BOI 부분과 본 연구의 정책과 연계한다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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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업 E(인도)
(기업소개)
기업 E는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진출
컨설팅을 수립하며, 다양한 산업영역(기계, 화학, 건축, IT, 생활용품)에서 인
도시장 진출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정보제공, 법인설립, 공장인허가, 회계자문
등 민간기업 차원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는 현재까지 인도에 수십 개의 법인설립을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지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해외진출) 진출동기 및 세부전략
2001년에도 한국법인을 설립하였고, 2003년 인도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초
기 진입하여 2006년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현지 법인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정확한 인도시장 정보제공에 목적이 있다.

(애로사항)
인도 진출 시 가장 바람직한 투자는 합작회사(Joint Venture) 형태이지만,
지난 20년간 경험하면서 합작회사의 성공사례는 1~2개 기업밖에 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현지 한국과 인도 경영진과의 신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대표적
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인도 업체와 초기 협업
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
라서 인도 진출 기업은 단기적 접근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필
요하며 정서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직원(노무)관리 및 세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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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 있다. 진출 기업의 현지화 및 생산성을 위해서는 현지 직원에 대한 교
육이 선결되어야 하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책·협력적 측면)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정책적 지원방안 중 교육(제도 및 현지화 교육)
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한가지 방안으로 유효장비 등을 인도 대학에 기부를
하고 향후 대학에 관련 교과과정 및 교양 교육을 수행한다면 한국 기업이 진출
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직원 채용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인도에는 현지 KOTRA 및 인도 상공회의소가 존재하는데 초기에는 한
국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자체에서 인도 기관과 MOU 체결에 대한 노
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중소기업 정
책에 대한 자금 및 제도화 부분을 보완하여 후속 대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바. 기업 F(인도)
(기업소개)
기업 F는 2014년 11월 인도에 설립되었으며, 건설과 더불어 콘크리트 및 트
럭 등의 장비를 대여해주는 두 가지 업무를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납품처는 현대, 기아, 모비스 등 태국 첸나이 지역에 진출한 200여 개 회사이
다. 또한 첸나이에 진출한 은행과 영사관들도 본사의 주요 고객이다.
본사는 단독투자 형태로 인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매출은 60억 원, 직
원은 150명에 달한다. 이러한 직원 중 관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직원은 극
소수이며, 대부분이 인도 현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는 자재수급 및 인
력수급 측면에 집중하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리스트 업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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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사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첸나이 지역에
서 유일하게 지게차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동종업계 타사에 비해 경쟁력
을 가진다. 또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동반 진출을 목표로 향후 인도네시아로의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외진출) 진출동기 및 세부전략
본사의 대표는 한국에서 부동산 및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인도
에 기 진출한 지인의 기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사를
인도에 설립하게 되었다.
본사의 설립 초기,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등의 건설과 더불어 첸나이 영사관
을 설립하게 되면서 인도에서 본사의 상호를 알리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
도의 시즌별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는 등의 노하우를 획득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애로사항)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은 크게 인력 조
달과 자금사정, 문화적 차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금사정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계획되어 있던 건설 프로젝트
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어 자금조달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다시 건설 프로젝트들이 다시 증가하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도로 진출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업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편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은행들은 3년 이상의 매
출 실적과 예금 실적이 충족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현
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기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인력 조달 측면에서는 건설업 특성상 한국인 소장이 최소한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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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장급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으며, 영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용적 측면
에서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또한 현지 인력의 경우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보
다 힘든 일을 꺼려하고 개인의 경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인한 이직률
이 매우 높아 인력수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는 인도에 존재하는 계급적 특성과 더불어 약속 이행
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구체적으로 과업 수행에 있어 지
시된 업무가 인도인들 사이에서도 계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달되는 등 업무
수행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며, 대금 지급이 하루라도 늦춰질 경우 바로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기에 기일을 맞추는 데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밖에도 새로운 법인 설립 등과 관련하여 인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기에 법인 설립이 쉽지 않고, 기일이 늦어지게 되는 애로사항도
존재한다.

(정책·협력적 측면)
현지 인도 기업들과는 하도급거래 측면에서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다양한 공정을 한 기업에서 모두 담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도 기업들에 일부 과업을 수주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
정에서도 여전히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 기업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한편 정부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 현지 정부나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
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과 관련된 박람회 참여의 기회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
금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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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Mutual Cooperation Between Local SMEs and
Local Korean SMEs in the New Southern Countries
Choong Lyol Lee, Jong Ha Lee, Sun Ho Lee, and Jong Yun Le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way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local Korean SMEs
in the New Southern country. For this purpose, it first investigat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current their mutual relationship and cases of
previous cooperation of major companies.
The motivation for this study started with the following observational
motivations. First, Korean SMEs in the New Southern countries have been
marginalized from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support. In general,
SMEs in most countries face many difficulti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As a result, their governments carry out various policies to
support them. They may give financial support or technical assistance.
Governments of the New Southern countries are not exceptions. They
manage many programs to support them. Despite this fact, Korean SMEs
in the New Southern countries have a difficulty to receive them. Mainly,
the governments of the New Southern countries recognize them not as
their owns companies but as Korean companies.
Second, Korean SMEs in the New Southern countries are excluded from
th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Legally, they are locally registered
companies and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n Korean company are
not an assignment of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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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Korean SMEs in the New Southern countries have been unable to
utilize their opportunities to cooperate with local companies. For example, they may reduce their costs by procuring parts and raw materials
from local companies or to create new customers by using local sales
channels. They may get some advises during the labor dispute. Frankly,
these activities are very limited.
This study, starting from these problems, presents a theoretical analysis
and examines the recent activities of local SMEs as well as Korean SMEs in
New Southern countries. Four countries of Indonesia, Thailand, Vietnam,
and India of were selected as main analysis target countries. The economies, business environments, and the current activities and policies of
SMEs of these countries were examined. It tells that the economies of
these four countries are growing very rapidly, and their governments have
bee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revitalize their SMEs.
Meanwhile, in order to examine the status of Korean companies of
these four countries, their business activities were examined by country
and by industry. It shows several interesting facts. For example,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in Vietnam has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while that of Thailand has been stagnant. It is shown that Korean
companies in Indonesia and Vietnam are mainly in the labo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clothing and textiles, whereas those in Thailand and
India are centering on industry of electronic parts or automobile parts. It
is because wages in Vietnam and Indonesia are still relatively low while
per capita income and wages in Thailand have already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in 아세안. It was also interpreted that the reason SMEs entered
India centered on the automobile and electronic parts industries was because they were partners of Samsung Electronics' factories near Delhi and
Hyundai Motor's factories around Chennai.
It also checks the previous cases of the win-win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companies and local companies. Surprising,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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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win-win cases were observed between local SMEs and Foreign SMEs.
However,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global companies
and local SMEs appeared in various forms. In other words, many foreign
companies have provided various types of assistance to local SMEs such
as management consulting or training for employees of local SMEs. It is
because cooperation with local companies that provide raw materials
and parts locally is essential for foreign companies to improve their productivity or their product quality. Also, they recognized that cooperation
with local companie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to raise the local sal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n SMEs and local SMEs and suggested several policy measures. At this time, the role of the government was included because both Korean SMEs and local SMEs lack the financial and business
capabilities to implement them. In other words, it is to suggest a method
of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Korean SMEs and local SMEs led by
the government. Here are some of major conclusions.
First, several win-win cooperation models were presented. In this
win-win cooperation model, Various organizations and agents such as local SMEs, local Korean SMEs, local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embassies, public institutions of both
countries such as KOTRA,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s, SME promotion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etc. will participate to carry out the policies and
programs.
Second, major policies and programs include (1) a network establishment project between local Korean companies and local companies, (2) a
local manpower capacity building program, and (3) a corporate consulting program etc.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se, administrative tasks
such as financing for win-win cooperation projects and selection of institutions in charge of win-win cooperation projects had to be resolved.

240 •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In addition, some examples of win-win cooperation programs of
Indonesia, Vietnam, Thailand, and India are presented. It should be reminded that all of these programs must be customized to be implemented
in the New Southern Policy counties because their economic and culture
environments are quite different. Finally, the principles and precautions
to be observed by the government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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