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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유재원․박성훈․한홍렬․강인수․송유철․이호생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
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
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
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
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
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
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
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
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
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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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이란 1인당 GDP, 소득분배, 고용,
무역 등 경제개발의 주요 요소와 정치사회적 안정성, 보건/의료, 사회통합,
양성평등, 환경 등 다양한 사회개발의 주요 요소를 종합한 것이다. 본 연
구는 ASEAN 후발 3개국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경제 개발목표를 검토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가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오늘날 국제기관과 주요 ODA 공여국들이 지원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수원국의 Ownership을 존중하는 조류와 일치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계획을 토대로 사
회경제 개발목표를 크게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두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
에 대하여 세부역량을 설정하였다. 경제개발의 세부역량은 산업화의 달성,
생산성 향상, 세계시장에의 통합, 소득분배의 향상, 시장경제체제로의 효
과적 전환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개발의
세부 역량은 법과 제도 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의 개선, 교육수준의 향상,
보건의료체제의 확보, 환경보호, 지역간ㆍ소득계층간 격차해소를 통한 사
회통합 그리고 양성평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에 대한 평가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ASEAN 후발 3개국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산업화 역량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 역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부존자원,
정책역량, 인프라 구축,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세계경제에의 통합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수원국의 높은 수요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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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분야는 인프라 구축, 시장경제제도 그리고 기술협
력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ASEAN 후발 3개국의 낮은 사회경제개발 수준은 국민 대다수를
열악한 생존환경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교육투자를 저해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은 현재에도 보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상당수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체계적인 지원사
업의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여건의 차이
는 있으나 교육의 질 향상과 숙련노동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원조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중등교육 탈락률이 높고 미
얀마와 같은 국가는 교육의 질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업교육 지원프로그램을 확대
해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장학사업, 중ㆍ고등 교육
기관들 간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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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후발 3개국과 G1간 사회경제개발 지수의 비교

제1장
서 론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
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근년 들어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동북아 3국이 ASEAN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
정을 맺는 등 이 지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 것은 이 지역이 갖는 경제
적․정치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ASEAN 지역 내 후
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SEAN과
함께 ASEAN의 지형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ASEAN 후
발개도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즉,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군을 넘어서 중장기적
으로 상생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국가

15

제1장 서론 │

군을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ASEAN 후발 3개국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야 할 전략적 중요
성이 매우 높은 나라들로서 이들 국가의 순조로운 경제․사회적 발전은 이
들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기
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ASEAN 후발 3개국은 대외적인
협력관계에서 아직까지 여타 선진국에 고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
리나라의 중장기적인 협력파트너로 부상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ASEAN의 후발 3개국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조를 받는 나라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는 여타 서구 선진국의 정책보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ASEAN 후발 3개국의 사
회경제 개발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이들 국가에 대한 대
외원조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려면 경제발전의 초기 단
계에서부터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생산․무역역량의 배양과 더불어 각종 사회
경제 개발역량의 확충이 필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
험에 따르면 공평한 소득분배 및 견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저소득층의 기대
와 열망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불안이 증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중장기적으
로 상생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경제개
발역량뿐만 아니라 사회개발역량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심
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요 사회경제개발 분야를 대

16│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상으로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역량의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개발은 단순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빈곤문제나 소득불평등, 여성
문제와 지역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
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체제전환과정에서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만, 이들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발전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
제 개발역량의 확충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의미와 그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에 필요한 각각의 역량에 대한 개
념 정리를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즉, 종래의 지역연구가 일정한 방법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일반적
인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 설명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중점연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지역연구의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개발과 그 역량의 평가라는 본 연구의 주
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비롯된다고 사료된다. 첫째, 사회경제개발이라는 본 주제의 포괄성 및
복합성으로 인하여 특정의 관점이나 방법론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주제를 일관성 있는 관점하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개도국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대표적 국제기관인 세계은행의 경우 모든
개도국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통계 그리고 주제별 발간물을 제공하고 있으
나 사회경제개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특정한 방법론이나 이에 기초
한 연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1) 또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 국가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의 작성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역연구를 기본적으로 포

1)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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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특정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개발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선진국의 CAS 역시 개도국 지원의 관
점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다. 둘째, 이들 국가에 대한 지역연구는 대체로 특정한 주제별로 이루어지
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동남아 연구의 대표적인 기관인 동남아
시아연구소(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의 경우 ASEAN 지역 전
반 및 개별 국가에 대하여 심층적 연구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이 역시
개별 이슈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본 연
구소는 정치․경제․사회를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 주제별로 심층적인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은 종합적 분석과 평가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2)3) 한편 ASEAN 후
발 3개국과 관련한 국내 연구의 동향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대표
적으로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정 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다만 정재완(1997)의 연구는 베트남의 체제전환 초
기에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사회경
제개발의 역량을 일정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비
교적 포괄적인 베트남연구라고 할 수 있는 박광섭(2008)의 경우에도 ASEAN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통합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 본 연구와 접근방
법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관련 연구의 현황을 두고 볼 때,
본 연구는 국제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체계적인 통계자료와 개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별 연구를 종합하는 한편, 일정한 방법론적 체계하

2) 이는 유럽의 아시아연구소인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연구패턴을
보이고 있음. www.eias.org
3) www.iseas.edu.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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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
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추
진한다. 본 작업의 필요성은 앞에서 제시한 사회경제개발 핵심 지표에 대하
여 각종 국제기관이 작성한 지수가 존재하나 이들 국가의 역량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수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
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련 지수들을 종합․체계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종합화된 지수
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완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이와 같은 지수를 통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
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과 그 구조적인 원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지수는 현상을 축약하여 설명함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나 개별
문제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셋째,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적 준거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정책적
이행과제를 적시하고자 한다. 특히 ASEAN 후발 3개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
업을 적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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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베트남 경제는 지난 15년간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였다.
1986년 제6차 베트남 전국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Doi Moi(刷新) 정책은 베트남 경제발전의 전환점이 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도이모이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을 통
해 국내투자가 증가하였고,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정책이 추
진되었다. 농업부문 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대내외 개방조치가 추진되어 오다
가 도이모이정책의 종합적 실천계획으로 2001년 제9차 베트남 전국 공산당
대회에서 ｢10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사회경제 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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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P) 2006~10｣은 중간소득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계획은 산업화와 현대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의 기반을 다져 2020년까지 현대적인 산업국가로 진입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내개혁을 통해 규제
완화가 진행되어 기업활동과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전반적인 기업여건
은 상당히 개선되어 2007년의 경우 GDP 대비 투자비중이 40.4%에 이르렀
고, FDI 신고액도 전년대비 2배 정도 늘어난 20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는 FDI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2007년 1월 WTO 가입(150번째 회
원국)은 베트남 경제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WTO 가입을 통해 국제경
제 체제로의 편입이 완성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닌 경
제 전반에 걸친 체질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 개발을 목표로 이러한 일련의 개혁․개
방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업(SOE: State Owned Enterprises)
중심의 경제운용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고질적인 공기업의 폐해가 크게 개선되
지는 못하였다. 특히, 내수 자본조달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
을 FDI와 ODA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베트남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베트남 경제의 성장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
다. 공공부문(state sector)의 경우 국영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52%에서 2009년 2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국영기업의 전략적 구조조정에 기인했다기보다는 민간부문
(private sector)의 팽창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거시정책의 경우 1992~96년 사이의 과도한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지양하면서 보다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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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 2004년 새로운 정부예산법(state budget law)이 제
정되면서 2005년 처음으로 정부예산이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지방정부로의
교부금을 포함한 예산승인권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가지게 되었다.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제도개혁의 또 다른 특징은 분권화(decentralization)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 개발계획(SEDP)의 초기 입안단계부터 여러 부처의 참여가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2006년 의회에서 승인된 ｢SEDP for 2006~10｣은 기본적으로 고도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발전-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4가지 축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한 소득양극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
지 않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사회주의 지향적 지배구조는 공산당 유일 정당체제로서 정
부, 의회 등의 주요 기관을 공산당의 핵심 인사들이 나누어 담당하고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다. 다시 말하면, 정치구조가 1당 체제하에서 비
교적 다양한 권력기관 간에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권력
을 분점하고 상호 견제하는 집단지도체제는 일정한 수준의 민주화과정을 내
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구조는 사회경제발전의 비전과 방향 설정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이 신속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집단지도
체제 내에서 권력기관 또는 실력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의사결
정 과정의 복잡성과 더불어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발전비전의 수립과
실행계획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각기 주요 국영기업에 이
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효율성 개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거대 조선
국영기업인 비나신(Vinashin)의 부실이 드러나지 않다가 갑작스레 도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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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영기업의 개혁은 베트남
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환경 역시 일
정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정부는 ｢SEDP for 2006~10｣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으나, 공산
당 중심의 사회주의적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진솔한 평가,
즉 개발계획에서 실행이 되지 못한 부분 및 그 원인을 스스로 명확히 드러
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SEDP for 2006~10｣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1인당 소득의 1,000달러 진입에
따라 중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로서의 지위를 달성한 것으로 ‘결
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사회경제 개발계획은 산업국가로의 도
약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적 목표의 설정
와 평가가 지나치게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경제개발
1) 경제성장
1995~2005년 동안 베트남 경제는 실질 GDP가 연평균 7.3% 성장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동 기간 동안 연평균 6.2% 증가하였다. 1995년 1인당 소
득이 250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835달러로, 2010년 1,100달러로 증
가하여 중소득국가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베트남의 최근 경제성장 추이
는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GDP 성장률이 2007년 8.48%로 정점에 달했
으나 2008년에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6.23%로 줄어들었고,
2009년에는 5.82%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
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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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제조업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2009년 서비
스업의 증가율이 제조업을 추월한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표 2-1. 베트남의 분야별 GDP 비중 ❚
2004
GDP 성장률(%)

2005

2006

2007

2008

2009

7.7

8.43

8.17

8.48

6.23

5.82

농업*

0.92

0.82

0.67

0.64

0.68

1.83

제조업 및 건설업

3.93

4.19

4.16

4.34

2.65

5.52

서비스

2.94

3.42

3.34

3.5

2.9

6.63

15,703

15,819

15,964

16,110

16,760

18,465

555

637

725.3

832

1,024

n/a

45,552

52,965

60,999

70,977

88,228

89,113

9,934

11,066

12,445

14,374

19,401

18,412

농림업

8,184

9,020

10,049

11,522

15,922

15,068

수산업

1,750

2,046

2,396

2,852

3,479

3,344

환율(VND/USD)
1인당 GDPl($)
GDP(경상가격) (Sm)

농업*

제조업 및 건설업

18,321

21,734

25,328

29,530

35,207

35,858

제조업

15,478

18,366

21,288

24,588

29,482

29,887

건설업

2,838

3,368

4,040

4,942

5,726

5,970

서비스

17,302

20,166

23,225

27,073

33,619

34,842

무역

6,177

7,192

8,318

9,701

12,194

12,759

부동산

1,994

2,125

2,305

2,701

3,206

3,262

수송 및 통신

1,936

2,316

2,745

3,151

4,000

3,965

음식 및 숙박업

1,425

1,854

2,246

2,790

3,861

4,042

교육

1,486

1,704

1,924

2,161

2,296

2,374

보건

691

785

882

10,022

1,102

1,140

기타

3,584

4,191

4,803

5,565

6,958

5,673

주: 농업, 임업, 수산업 포함.
자료: Vietnam Economic Times(2010)

베트남의 경우 통계작성이 국제적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생성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계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2-2]에
서 알 수 있듯이 투자율은 2008년 41%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 소비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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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7년 이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2-2. 베트남의 GDP 지출구조 ❚
구분
GDP(%)

2005

2006

2007

2008

100

100

100

100

총고정자본형성

35.57

36.81

42.87

41.07

최종소비

69.68

69.38

70.95

72.72

수출(FOB)

69.03

73.61

76.96

78.17

수입(FOB)

73.21

78.15

92.82

94.21

무역수지

-4.18

-4.55

-15.86

-16.04

오차

-1.08

-1.64

2.04

2.25

GDP(단위: VND BIL)

839.211

974.266

1,144.02

1,478.70

총고정자본형성

298.543

358.629

490.45

607.306

최종소비

584.793

675.916

811.712

1,075.32

수출(FOB)

579.339

717.109

880.389

1,155.85

수입(FOB)

614.427

761.419

1,061.88

1,393.02

무역수지

-35.088

-44.31

-181.493

-237.17

오차

-9.037

-15.969

23.346

33.25

자료: Vietnam Economic Times(2010).

[표 2-3]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금액(Retail Value)을 보여주고 있
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통계의 집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표를 통해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기업 부문의 거래비중이 월등히 크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State Sector)이 베트남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표 2-3]에 나타난 공공부문의 거래비중은 상당히
과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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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베트남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금액 ❚
2010년 1~6월
합계(VND BN)
구조(%)
877,516
100.0

구분
합계
경제분야별
국영
합작(Collectives)
개인(Individual)
민간(Private)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별
무역
음식숙박업
관광
서비스

2009년과의 비교(%)
126.4

89,200
9,433
299,544
454,092
25,247

10.2
1.1
34.1
51.7
2.9

141.5
136.5
142.2
114.6
143.4

693,568
98,028
9,110
78,881

79.0
10.9
1.0
9.1

127.5
121.9
132.5
122.1

자료: Vietnam Economic Times(2010).

베트남의 산업생산 추이를 제시하고 있는 [표 2-4]에 따르면 베트남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7%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구성요
소를 살펴보면 국영기업에 의한 생산증가는 사영기업이나 외자기업의 경우보
다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2-4. 베트남의 산업생산 ❚
(단위: 백만 달러, %)

합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State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Non state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Foreign invested*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0. 7
6,229
12.3
1,417
6.3
2,172
12.4
2,639
15.8

2010. 6
6,013
14.6
1,382
6.9
2,053
14.4
2,578
19.3

2008
59,342
14.6
14,981
4.0
20,497
18.8
23,864
18.6

2007
52,186
17.1
12,535
10.3
19,261
20.9
20,390
18.2

2006
44,620
17.0
14,192
9.1
13,389
23.9
17,039
18.8

주: 경제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환율은 1994년 기준인 $1=VND11,000을 적용
*는 석유 및 가스부문 포함.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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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7,896.6
17.2
13,006.7
18.7
10,805.3
24.1
14,084.6
20.6

베트남 경제는 2009년 1/4분기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GDP 성장
률이 3.1%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9년 4/4분기에는 6.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
경제성장률이 5.3%로 1999년 이래 가장 낮았으나 세계은행, ADB 등 국제
기구들은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무역
베트남의 경우 수출의 비약적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탄과 원유, 쌀, 커피, 수산물과 같은 1차 산품과 더불어 의류와 장신
구, 신발, 목재제품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쌀은
자급이 되지 않던 품목이었으나 집단농장체제를 폐지하고 농지사유화를 추진
하는 일련의 개혁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주요 수출품이 되었
다. 그러나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농
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통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 결과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7%에서 2005년
21%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29%에서 41%로 증가하
였다.
2001~05년 기간의 제7차 경제개발계획에서 목표하였던 10년간 GDP 두
배 증가, 농업부문 비중 축소 등은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국
인투자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외자유치 노력이 추진되었다. 공적 개발원조
(ODA)와 FDI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유입된 외자는 산업화의 기반이 되
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입되었다. 그 결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
조가 형성되었고, 산업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EU, 일
본, 중국 등인데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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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입국은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아세안
국가들인데 최근 아세안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중국, 한국으로부터
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 2-5.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액 ❚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0. 6

2010. 5

2009

중국

529.9

436.5

4,909

2008
4,535

일본

604.9

628.4

6,291

8,538

싱가포르

221.7

235.9

2,076

2,660

대만

135.8

122.9

1,120

1,401

독일

192.6

153.9

1,885

2,073

EU

792.3

839.4

9,351

10,853

호주

240.5

306.1

2,276

4,225

인도네시아

74.3

158.8

748.2

793.1

영국

137

131.1

1,329

1,581

미국

1,281

1,110

11,355

11,869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표 2-6.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별 수입액 ❚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0. 6

2010. 5

2009

2008

중국

1,719

1,791

16,440

15,652

일본

881.8

685.1

7,468

8,241

싱가포르

315.0

401.8

4,248

9,392

대만

593.0

566.3

6,252

8,363

한국

778.6

783.8

6,976

7,066

EU

494.0

507.8

5,550

7,935

태국

503.5

459.6

4,514

4,906

홍콩

65.2

79.5

825.6

2,633

말레이시아

265.5

329.9

2,504

2,596

미국

304.1

307.5

3,009

2,635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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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무역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무역수지가
[그림 2-1]에 나타난 것처럼 큰 폭으로 악화됨에 따라 국제수지 불균형문제
가 보다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외국자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원자재, 부품, 설비 등의 유입을 동반하기 때
문에 무역수지 악화에 일조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자생적인 생산기반 확
보가 국제수지 불균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베트남이 자생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출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에 기인한 국제수지 불균형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1. 베트남의 무역수지 ❚
(단위: 백만 달러)
(십억달러)

무역수지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은 [표 2-7], 수출품은 [표 2-8]에 나타나 있다. 주
요 수입품은 철강, 원유, 자동차 및 수출용 원자재이며, 주요 수출품은 대부
분 1차산품이나 노동집약적 제품들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교역구조의 문
제점은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입 유발형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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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베트남 국내에서 창출하
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석유의 경우 가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
유는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면서 정제된 석유는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커피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다른 나라에서 창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2-7. 베트남의 주요 수입제품 ❚
단위

2010. 7

2010. 10

2009(E)

합계

백만 달러

6,950

7,059

68,830

내국인

백만 달러

3,820

3,886

43,957

구분

FDI

백만 달러

3,130

3,173

24,873

철강

1,000톤

600

712

9,632

철강 billets

1,000톤

n/a

n/a

n/a

비료

1,000톤

200

126

4,306

원유

1,000톤

900

787

12,512

섬유사

1,000톤

45

48

495

면

1,000톤

25

26

298

자동차

백만 달러

240

254

2,943

화학

백만 달러

165

161

1,598

의약품

백만 달러

115

107

1,098

플라스틱 원료

백만 달러

300

320

2,823

살충제

백만 달러

40

38

483

섬유 및 신발제품 원료

백만 달러

330

225

1,935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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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베트남의 주요 수출제품 ❚
구분
Total
Domestic sector
FDI
Rubber
Coffee
Rice
Tea
Crude oil
Coal
Cashew nuts
Pepper
Vegetables
Marine products
Garments and textiles
Footwear

단위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1,000톤
1,000톤
1,000톤
1,000톤
1,000톤
1,000톤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2010. 7
5,800
2,595
3,205
85
90
650
13
560
1,400
117
49
40
420
1,050
470

2010. 10
6,317
2,966
3,351
58
95
542
11
858
1,909
100
40
39
399
985
483

2009(E)
56,584
26,730
29,854
726
1,168
5,947
133
13,416
25,139
849
356
431
4,207
9,004
4,015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3) 외국인 직접투자(FDI)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15년간 베트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자본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개
혁․개방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부족한 국내자본문제
를 해결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그에 따른 고용 증가가 이루어
졌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
로 동남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입지적 우위는 물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의 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베
트남을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차선의 대안투자처로 삼고 있다.
[표 2-9]의 베트남에 대한 국가별 FDI를 보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일
본, 싱가포르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투자건수는 대만이
나 일본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지만 건수 대비 총 투자금액은 대만이나 일본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규모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 대한 FDI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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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폭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 2-10]에 나타난 것처럼 부
동산투자에 투입된 FDI가 17.3%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부문에 투입된 FDI
도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2-9. 베트남에 대한 국가별 FDI ❚
Jan 1 to July 20, 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total
country or territory projects
capital($M)
대만
55
870.5
한국
152
1,616.7
말레이시아
9
11.7
일본
51
1,261.0
싱가포르
45
217.5
버진아일랜드
14
205.2
미국
28
1,007.0
홍콩
25
92.0
케이맨제도
0
태국
11
36.8
캐나다
6
15.2
브루나이
1
0.2
프랑스
20
6.0
네덜란드
5
2,214.5
중국
50
130.4
사모아
키프로스
영국
7
22.2
스위스
2
3.3
호수
4
4.1
기타
103
757.3
합계
533
8,413.6

total to July 20, 2010
total
Chartered
projects
capital($M) capital($M)
2,130
22,585
9,160
2,570
22,991
7,733
362
18,070
3,875
1,244
19,584
5,487
832
17,795
5,657
475
13,450
4,428
545
15,672
3,316
594
7,699
2,740
48
7,177
1,389
235
5,712
2,405
96
4,734
1,000
105
4,721
962.7
304
2,951
1,537
133
5,227
2,272
733
3,179
1,492
83
2,692
391.0
8
2,210
751.8
131
2,187
1,333
75
1,443
1,017
232
1,229
530.4
872
7,040
3,534
11,807
188,359
61,020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32│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 표 2-10. 베트남에 대한 분야별 FDI ❚
(단위: 건, 백만달러)
Jan 1 to July 20,
2010
sector

projects

Processing, Manufacturing Industry

total to July 20, 2010

total
capital

projects

total
capital

Chartered
capital

203

2,617.0

7,101

93,244

31,221

Real Estates

14

1,793.8

336

42,235

10,588

Hotels and Tourism

16

98.6

283

15,881

3,030

Construction

81

1,065

628

10,393

3,54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43

40.4

626

4,728

2,931

Entertainment and Art

2

33.0

119

3,458

1,013

Mine and Mineral Exploitation

-

-

69

3,084

2,391

Agriculture, Fisheries, Forestry

10

8.5

492

3,104

1,506

Warehouse and Transportation

6

363.8

294

2,683

991.2

Power, Water, Gas

5

2,169.9

64

4,089

1,114

Banking and Finance

1

15.8

74

1,341

1,191

Health and Social Welfare

2

0.5

70

908.9

229.5

Education and Training

1

0.2

131

274.1

112.9

Others
Total

149

207.0

1,520

2,929

1,236

533

8,413.6

11,807

188,359

61,020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4) 최근 현황과 문제점
베트남 정부는 2008년 11월 경기부양을 위한 5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빈곤층에 대한 소
득 보조, 기업채무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이자율 우대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적 재정지출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수지 악화 우려를 심화시켰다. 특히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수지 악화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유가상승
과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의 재정수입은 더욱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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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민간부문의 경
기가 회복됨에 따라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되었다.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정책기조
가 유지되었다. 이처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정합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
고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경기가 활성
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거품과 통화긴축, 경기침체는 은행부문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7년 말까지 급상승했던 부동산가격은 2008년
초부터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이어진 경기침체와 함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킴으로써 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2008년 말 이자율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기업의 채무상환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상업은행의 총 대출에서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5년에 3.2% 수준으로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 2007년 1% 수준까지 감소
하였으나, 2008년 2.1% 수준으로 다시 증가한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 베트
남 경제의 통계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방식, 부실한 감독기능 등 정성
적인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부실채권의 비중은 정량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Equitization) 노력을 감안하면 추
후 부실채권의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의 경우 기준 환
율은 2009년 11월까지 1달러당 1만 7,000dong 수준이 유지되다가 그 이후 1만
8,000dong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암시장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공식 환율과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졌다. 이는 수출 감소와 해외여행객 감소,
해외로부터의 송금 감소,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달러화의 유입이 줄어든 반
면, 신용증가로 인한 달러화의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부족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
로 남아 있다.

34│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중앙은행의 달러화 매각과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외환보유고는 더욱 줄어
들어 베트남 dong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수출업자들은
달러화 보유를 늘렸고, 일반국민들도 금이나 외화표시 자산의 보유를 늘렸기
때문에 달러화 부족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2009년 11월에는 암시장 환율과
기준 환율과의 차이가 15%를 상회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2010년 2월 기준환율을 5.4% 평가절하하였고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 공기업 보유 외환 매각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하였다. 그 결과 자본유출
(Capital Flight)이 줄어들고 외환의 수급이 나아짐에 따라 암시장환율과 기
준환율의 차이가 2010년 2월에는 3.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양호한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많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총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가 아닌 자본투자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GDP 성장률의 52.7%가 자본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DP 성장률 중 노동증가율에 기인한
부분은 19.1%, 총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부분은 28.2%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ASEAN국가들과 선진국의 총생산성 기여도가 각각 35~40%, 60~75%
에 달하는 것과 대비가 되고 있다. 특히 자본 증가가 대부분 외자유치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베트남 경제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에 걸림
돌이 될 수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영기업 및 정
부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대략 GDP 대비 30%). 민영화는 대부분 소규모의 수익성이 없는 국영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숫자는 대폭(대략 80%) 감
소되었으나, 국영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들로 하여금 기간 중추 산업부문을 담당하
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국영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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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잔존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 사회개발
베트남의 사회개발수준은 개도국 가운데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다. [표 2-11]에 나타난 것처럼 문맹률은 저개발국가 중에는 상당히 낮은 편
이고, 대학 수가 6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하는 등 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열의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병원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UNDP에서 조사한 인간개발지수가 109위에서
105위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큰 순위변동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표 2-11. 베트남의 주요 경제사회지표 ❚
`03

`04

`05

`06

`07

`08

Population(million)

80.9

82

83.1

84.1

85.1

86.2

Population density(people/sq km)

245.7

249.1

252.4

254

257

260

Life expectancy(years)

n/a

71.2

71.3

n/a

n/a

n/a

Literacy rate(%)

n/a

n/a

n/a

94.4

n/a

n/a

Unemployment rate(%)

5.78

5.6

5.31

4.82

4.64

4.65

Hospitals and clinics

1,772

1,737

1,758

1,750

1,785

1,755

Universities and colleges

214

230

277

322

369

393

Telephone subscribers(milion)

n/a

10,296

15,845

28,518

51,718

81,339

669.7

989.3

991.3

1,063.5

n/a

112

108

109

105

n/a

Newspapers, megazines(mil.copies) 653.4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ranking)

109

자료: World Bank WDI DB.

World Bank에서 조사한 Knowledge Economy Index(KEI) 결과를 살펴
보면 [표 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지식경제로의 이행 정도는 정
보통신(ICT) 분야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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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여도 베트남의 지식경제로의 이행 정
도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2. 베트남의 Knowledge Economy Index(KEI) ❚
Knowledge
Economic
Knowledge
Economy
Incentive Innovation Education
Index(KI)
Index(KEI)
Regime

ICT

베트남

3.02

3.08

2.85

2.83

3.32

3.08

태국

5.44

5.41

5.51

5.98

5.27

5.00

필리핀

4.25

4.02

4.95

3.63

4.76

3.66

말레이시아

6.06

6.02

6.18

6.83

4.14

7.08

인도네시아

3.23

3.19

3.36

3.32

3.42

2.82

중국

4.35

4.46

4.01

5.12

4.11

4.16

한국

7.68

8.38

5.57

8.47

7.97

8.71

싱가포르

8.24

7.75

9.71

9.56

5.19

8.50

대만

8.69

8.80

8.35

9.24

7.91

9.26

홍콩

8.20

7.73

9.60

8.64

5.30

9.26

자료: http://info.worldbank.org/etools/kam2/KAM-page5.asp.

베트남의 사회개발과 관련하여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정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DG 주요 목표
(Target) 10개 중 5개가 이미 2015년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3개는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 환경자원 보호와 식수․위생이 적정
수준으로 보급되지 못하는 인구비중은 목표기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달성될 것으로 예상
되는 분야에 있어서도 인구의 86%를 차지하는 킨(Kinh)족을 제외한 53개
소수민족들의 경우 목표치에 훨씬 미달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소수
민족 여아들의 취학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고산지대의 산
모와 유아사망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UNDP와 World
Bank가 MDG의 주요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평가한 다음 표는 베트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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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성과를 평가하는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 표 2-13. 베트남의 UN MGD 이행 정도 ❚
Goal 1: 빈곤·기아 퇴치

목표 1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빈곤인구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빈곤인구
이행정도
50% 감축
2/3 감소

달성

목표 2

1993년부터 2006년까지 기아인구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기아인구
이행정도
50% 감축
2/3 감소

달성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목표 3

2015년까지 초등교육 등록률
100% 달성

목표 4

초ㆍ중등교육에서의 남녀격차를
2015년까지 해소

이행정도

5학년까지 남아는 104%, 여아는
98%

달성
가능

Goal 3: 양성평등 확대

이행정도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남녀평등

달성

Goal 4: 아동사망률 감소

목표 5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세 미만
이행정도
유아사망률 66% 감소

2005년까지 65% 감소(천명당
53명에서 19명으로 감소)

달성
가능

Goal5 : 모성건강 증진

목표 6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산모사망률 75% 감소

이행정도

2007년까지 66% 감소(십만명당
250명에서 85명으로 감소)

달성
가능

Goal 6: HIV/AIDS 퇴치

목표 7

2015년까지 HIV/AIDS 감소

이행정도

감염률이 2001년 0.34%에서
2005년 0.44%로 증가

달성
가능

목표 8

2015년까지 말라리아 등 질병
감소

이행정도

말라리아 발병 급감(2007년
말라리아 질병 사망자 35명)

달성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목표 9:
목표
10

환경자원의 훼손 감소

이행정도

산림녹화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생물다양성이 훼손

불투명

2015년까지 식수․하수 미보급자
식수보급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불투명
이행정도
절반으로 축소
하수시설은 미비

자료: UNDP; World Bank.

이처럼 MGD 등을 통해 볼 때 베트남의 전반적인 사회개발수준과 역량이
개도국 가운데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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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확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속도가 느리고
포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프라 부족은 경제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철도, 도로, 항만, 항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물류운
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전력공급, 관개시설, 통신인프라 등
도 낙후된 상태다.
둘째, 사회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이 미흡하다
는 문제가 있다. 법적 시스템과 정책메커니즘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환경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영화(Equitization)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s)의 수는 줄어들었지
만 실질적인 비중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986년 이후 시장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200개가 넘는
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국제
적 기준에서 평가할 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여전히 많고
지재권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법 집행 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부
분이 많기 때문에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엄정하지 못하게 자의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경우가 잦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뇌물수뢰 등
불법적인 거래가 만연해 있다. 그 결과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간지역 등 도시에서 먼 지역의 경우 법 제정 사실 자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일수록 여전히 시장경제와는 동떨어진 상태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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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문제를 들 수 있다. 공공행정부
문의 개혁(PAR: Public Administrative Reform)은 제도개혁, 행정기구의
재편, 공무원의 자질 제고, 재정부문 개혁 등 4가지 부문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적인 행정규제를 줄이
고, 예산의 분권화, 투자허가권과 토지할당권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등이 진
행되었다. 또한 제도개혁을 통해 ‘one-stop shop’ 등을 설치하여 시민서비스
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정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의 범위와 각 기관 공무원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행정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상당히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와 기능, 부처별 행정 소관업무 등이 중복되고, 부처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종사자의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획의 수
립과 예측,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공공부문의 행정
개혁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관료주의적 행정과 부
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적 자원의 질이 높지 않다는 문제, 자원과 환경 보존이 미흡
하다는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보편적인 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의 질이 높지 않고, 교육과 훈련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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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가. 개황
캄보디아는 1949년 프랑스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경찰권․군
사권을 회복하여 1953년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캄보
디아왕국, 크메르공화국, 민주캄푸차, 삼린정권에 이르는 1990년대 초까지
쿠테타, 킬링필드로 불리우는 대규모의 내국민 학살, 베트남과의 전쟁, 20여
년간의 내전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사회적 혼란상태가 지속되었다.
1991년 캄보디아의 평화를 위한 파리협정으로 내전이 종식되고 1992~93년
간의 UN 평화유지활동을 거치면서 캄보디아왕국이 다시 탄생하였으며 선거
를 통해 연합정부가 구성되었다. 1997~98년에는 반정부 잔당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1998년 총선을 통해 훈센 단독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 이후 처음
으로 사회․정치적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회복한 1998년 이후 캄보디아는 사회경제개발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발발한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1998년 이후 10년간 1인
당 국민소득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육, 보건 등의 사회개발 측면에 있
어서도 꾸준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개발단계에 있는 국가들과 마
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도 부패를 포함한 지배구조 문제, 열악한 인프라 등이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처음 조
성된 사회․정치적 안정, 산림 어족자원 농지 등의 자연자원과 고대 유적지
의 관광자원 활용도 제고, 유리한 세계경제여건과 정부의 적절한 정책대응
등이 그간의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국가적인 전략적 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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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그림 2-2]에 있는 사각형 개발전략
(Rectangular Strategy)이다. 2008년 재집권에 성공한 훈센정부는 이러한 개
발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각형 개발전략은 농업부문의 발
전, 인프라의 확충,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능력형성 등
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모
든 주요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과제로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 그림 2-2. 캄보디아의 전략적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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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GC(2006).

물론 지난 10여년간의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상
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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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매우 초보적인 단
계에서의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을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는
캄보디아가 보유한 핵심적인 성장 및 개발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극소수의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
부가가치화도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저축의 증대를 통한 자본형성이 확대되어
야 하고, 지배구조 교육 인프라 양성평등 등 사회개발을 위한 역량도 계속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캄보디아가 지난 10여년간 거둔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의 성과
를 정리하고 그러한 성과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캄보디아의 향후 지속적인 사회경제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역량의 강화가 시급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개발
캄보디아는 독립 이후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사회․정치적
안정을 회복한 1990년대 말부터 캄보디아의 GDP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8
년까지 연평균 약 8%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1인당 GDP(2000년 US달러
기준)도 1998년 245달러에서 2008년 511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이 뒷걸음을 하였으나, 2010년
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2-3 참고).
1990년 말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캄보디아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농업부문의 비중은 대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부문이 2008년에는
농업부문을 추월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농업부문의 고용인구비중은 1990년대 말의 8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
나 여전히 50%에 달하고 있다. 농업생산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기술,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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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캄보디아의 성장률 추이 ❚

사회정치적 안정기

세
계
경
제
위
기

ADB
전망치

자료: WB WDI DB, ADB Outlook.

인프라, 농업장비율 등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농산물의 가공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창출되어 농업인구
가 이전됨으로써 농업부문의 고용비중이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의류 및 신발, 관광, 건설, 농업 등 매우 소수의 산업부문
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의류 및 신발부문은 가장 급속하게
성장세를 보였으며 캄보디아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러한 성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캄보디아의 의류
및 신발산업이 경제성장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가공생산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섬유 등 인접 제품으로 생산을 다변화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적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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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향후에도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인
프라가 부족하며, 단기적인 관광수입의 증대에 치중하고 유적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유적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는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두 차례의 베이비붐에 힘입어 캄
보디아의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숙련노동력의 공급은 매우
원활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그리 크지 않았
으나 앞으로 기존 산업부문에서의 고부가가치화와 인접 산업부문으로의 다변
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숙련노동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타 ASEAN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투자/GDP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
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저축/GDP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투자재원
을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며 투자재원의 상당 부분이 FDI를 통해 조달되
고 있어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저축의 확대방안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부문, 부동산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효율성 문
제도 나타나고 있어 투자재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인하는 정
책도 필요하다.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캄보디아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수출액은 유사
한 경제개발단계에 있는 여타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기는 했으나 소수의 산업부문에서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캄보디아가 수출의 안정적 증가를 통해 경제
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적 다변화 즉 기존 수출제품의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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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화와 더불어 외적 다변화 즉 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출제품의 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영업환경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제 관련 법․제도
의 정착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캄보디아의 기업환경은 비교대상 183
개국 중에서 하위 25%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등록에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패, 반경쟁적․비공식적 관행,
경제․규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기업의 영업환경을 제약하는 요인들로 조사
되었다. 이는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법․제도를 벗어난 비공식적인 방식으
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캄보디아가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제도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및 공
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저개발국에 속하기는 하지만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
으로 빈곤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소득불균등도는 베트남을 비
롯한 주요 ASEAN 국가들에 비해 높다.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율
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불균등도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사회개발
1990년대에 들어 캄보디아가 사회․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었
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법치의 확립, 부패의 통제, 정부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캄보디아는 주변 ASEAN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미
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국민들은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보다 자국 내에서의 부패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패의 억제를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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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사각형 개발계획에
서도 지배구조의 개선 및 부패문제의 해소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어 있
으나 부패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캄보디아의 기초교육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문맹률
이 낮고 문맹률의 성별 차이도 작아서 청소년층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하다. 캄
보디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중등교육기관 등록률도 상승하고는 있으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숙련노동
및 전문인력의 양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등교육은 숙련노동의 양성을
위한 토대가 되므로 중등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캄
보디아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교육투자의 효과
가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제개발의 초기단계부터 정부
지출에 있어 교육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 더불어 도로․항만․전력 등의 인프라는 사회개발을 위해서도 중
요하지만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인접국들과 비교하
여 캄보디아의 인프라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인프라 중에서
도 특히 전력공급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인데, 현재 캄보디아의 1인당 전력사
용량은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사회경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전력에 대한 산업
및 가계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므로 안정적인 전력확보는 캄보디아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물류비용이다. 캄보디아의 인프라 관련
물류성과지수는 주요 ASEAN 국가들 및 중국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캄보
디아의 국내 및 해외와의 운송인프라가 미흡하여 국내 운송비용뿐만 아니라
무역을 위한 물류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 운송
량 및 무역량이 급속하게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운송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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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을 감축시키는 것도 캄보디아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미얀마
가. 개황
미얀마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이지만 고립정책과
압제적 통치체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국가이
다. 1948년 독립 이래 1962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의 의회민주주의체제를 제
외하면 지금까지도 군부에 의한 독재정치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책적 무능과 부패, 다양한 인종그룹 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가통합의 결여
는 미얀마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2년에서
1988년까지 미얀마 군부정권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였으며, 이후 시장경
제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하기에 요원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1962년 이전까지 미얀마(버마)가 동남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였던 점
을 감안하면 한 국가의 정치적 민주화와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국가발전에
갖는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얀마 군부정권이 민간정부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절차를 진행하
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미얀마에는 헌법과 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법 및
질서회복위원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라는
군부에 의한 통치조직에 의하여 국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에 군
부에 의하여 제시된 7단계 로드맵에 의하여 헌법 및 정치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새로운 헌정이 실시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군부의 핵심인사들이 전역
하여 정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현재의 압제적 통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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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
미얀마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그룹이 독립을 위하여 무장투쟁을 벌이
고 있는 것도 사회안정성의 확보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주요
인종그룹과 휴전상태라는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이 자치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문제의 관리가 미얀마의 장
기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4)
2

미얀마는 68만 km 의 넓은 국토에 인구도 6,000만 명에 육박하는 대국이
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제조업의 비중은 미미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미얀마의 풍부한 자연자원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데 북동부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국경무역이 매우 활발하다. 기본적으로 미얀마는 구식 통계시스템
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계 역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미얀
마의 각종 경제지표를 통하여 경제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미얀마는 10% 이상의 경
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공식 발표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통계에 대한 신뢰
성은 매우 떨어진다. 특히 미얀마는 미국의 경제제재 하에 있어서 극심한 물
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의 통화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특히 마약의 밀거래가 심각한 문제이며, 경제는 일부 기업에
의하여 독과점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용인하고 있고 이는 다
시 심각한 부패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무역은 외환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다.
사회개발과 관련해서도 인접 ASEAN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낙후된 상황에

4) 미얀마 내에 존재하는 인종은 총 13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얀마족이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9%를 차지하는 카렌족과 샨족이 그 다음으로 큰 인구비중을 갖고 있음. 현재에
도 카렌국민연합(Karen National Union)과 샨국가군(Shan State Army)은 무력투쟁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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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각종 관련 지수도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상당수 국민에 대한
적절한 식량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영양결핍과
미숙아 출산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보건문제도 심각한데 HIV/AIDS의 감염
률과 여타 전염병의 창궐도 잦다.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이 열악하여 진학률
은 물론 학생들의 중도 포기율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미얀마는 세계 최빈국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모두 지니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농업생산 잠재력을 갖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빈국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오랜 기간 동안 사회경제개발 수준이 악화되어 왔
으며 국민들이 빈곤과 질병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재적인
군부통치와 인종 및 지역갈등, 정부의 무능력과 부정부패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군부정권이 일정한 로드맵에 입각하여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이것이 부족하나마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낳는다면 미얀마
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 발현될 가능성도 있다. 미얀마가 자립갱생
을 기치로 고립정책을 취해오다가 개방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등 향후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개발
전술한 바와 같이 미얀마의 경제통계는 신뢰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지만
[표 2-14]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10%를 상회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GDP 역시 지난 10년에 걸쳐 3배 이상 성장하여
현재 약 400달러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성장률 통
계는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특히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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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년 기간 중에 미얀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5) 그러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공식기록의 배경에는 농업
생산성의 증가, 수출의 증가, 관광산업의 확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건설
붐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 2-14. 미얀마의 주요경제지표 ❚
구 분

단위

실질 GDP 증가율

%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11.3

13.8

13.6

11.9

4.1

1인당 GDP

달러

133

161

205

327

391

1인당 GDP(PPP)

달러

1,939

2,525

3,385

4,186

4,424

수출

십억 달러

2.63

2.78

3.71

4.75

6.56

수입

십억 달러

2.66

3.23

3.57

5.52

6.98

억 달러

-1.5

-1.0

4.4

18.0

10.0

경상수지
자료: ADB(2009c).

농업이 중심인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지난 2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70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이었는데 2007년에 16%를 기
록하여 약 4%의 성장만을 기록하였다. 농업의 비중은 1970년 약 50% 수준
이었는데, 1990년대에 오히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 상
대적 비중이 50% 수준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경제개발의 핵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의 진전은 여타 ASEAN 최빈개도국에 비해서도 매우 더
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은 현재에도 총 GDP 생산의 절반과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농업수출의 자유화를 실시하면
서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인구의 75%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업과 목축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
다.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농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

5) The EU-Burma/Myanmar Strategy Paper(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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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농업생산물의
다양화와 경작지의 확대, 인프라의 개선 그리고 농업생산성의 증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표 2-15. 미얀마의 산업구조 변화 ❚
1970년

1990년

2007년

농업

제조업

서비스

농업

제조업

서비스

농업

49.5

12.0

38.5

57.3

10.5

34.5

48.4

16.2

35.4

캄보디아

55.6

11.2

36.0

31.9

26.8

41.3

라오스

61.2

14.5

25.5

42.6

31.8

25.6

미얀마

제조업 서비스

자료: ADB(2009c).

미얀마의 제조업은 [표 2-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제조업 분야도 주로 농산품의 가공 및 여타 자연자원 가공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
로 음식료제품의 생산이 최근까지 제조업의 70%를 상회하고 있어서 제조업은
실질적으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 발전
을 위한 정책으로써 미얀마는 18개의 산업단지를 설치하였는데(1995~2005년)
약 만 개에 달하는 소규모 기업이 이 단지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미얀마는 1995
년에 공업개발위원회(MIDC: 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Committee)
를 설치하여 산업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개발을 기초로 하여 공업제품의
질적․양적 개선과 기계장비산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미얀마 내에서
일부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산업화의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서 산업화를 위한 역량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외무역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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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는 천연가스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
다.6) 미얀마의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태국이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인도,
중국, 일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의 경우 중국이 가장 큰 공급원이
며 그 다음으로 태국이 중요한 수입원이다. 이 밖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한국도 미얀마의 10대 수출입국가로서의 지위를 차
지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천연가스가 압도적인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콩류 및 티크, 의류제품 그리고 목재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출구조는 1990년대 콩류, 티크 그리고 쌀
등 농산물의 수출이 주로 중심을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 천연가스의 수
출과 의류제품의 수출이 시작되면서 변화한 것이다. 천연가스는 총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정유와 자본재와 수송기계가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1988년 외국인투자법의 발효를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선진기술의 도입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ASEAN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전체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
이 약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각각
2%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력분야에 대한 직접투자가 비
록 단 한 건이나 가장 큰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서 석유와 가스분야가 건수나 금액면에서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 외에
주요한 분야는 제조업, 부동산 개발, 호텔 및 관광 그리고 광산자원 개발 등

6)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무역규모의 비율은 미얀마의 성장과 함께 오히려 축소되어 왔음. 이는
부분적으로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괴리를 반영하는 것이며 무역량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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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총 72건이 이루어
졌으며 제조업에 대해서는 152건이 이루어졌다. 전자가 총 26억달러 후자는
총 16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투자규모가 아직은 비교적 영세하다.

다. 사회개발
미얀마의 사회개발현황은 인접한 동남아국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열악하
며 이는 주로 오랜 기간 동안의 국제적 고립과 부패한 군부통치 그리고 인종
간의 무장충돌이 지속되어 온 데 연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부적 갈등과 압
제적 상황은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기초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동기유발을 방해해 온 것이다. 그 결과 미얀마는 빈곤문제, 보건문제, 교
육문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제제재와 고립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개발과 관련하여 미얀마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빈곤이라고 할 수 있
으며 빈곤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존재한다. 전 인구의
25%가 극빈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EU의 평가에 따르면 전 인구의 37%만이
권장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으며 56%만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
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빈곤현황은 기본적으로 미얀마 경제의 개발수준이 취
약한 데 비롯되는 것이다. 미얀마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생존농업(Subsistence Agriculture)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
하면 미얀마 대부분의 가구가 일정한 생활수준의 확보나 비농업소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소수인종그룹에 있어서 더욱 뚜
렷이 나타나고 있다. 생존농업에의 지나친 의존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생
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미얀마의 통치체제 하에서 농민으로부터 토
지강탈이 빈번히 일어남으로써 그나마의 토지소유가 크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얀마 내 일부 소수인종그룹이 마약재배와 밀매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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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수인종그룹은
미얀마의 국경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이러한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들어 미얀마가 봉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개발 이슈는 보건인데
특히 에이즈의 만연이라고 할 수 있다. 약 60만 명의 인구가 보균자로 추산
되고 있는데 문제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보균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미얀마에서는 아직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말라리아와 결핵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특히 영유아의 사망률을 크게 높
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0.7~1.0% 가량의 유아사망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간 약 13만 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5세 이하의 사망률은 무려 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얀마의 평균수명은 56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기도 한다. 미얀마의 보건문제는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인데
인구의 30~40%에 달하는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효과를 뚜렷하게 가
져올 만큼 충분한 예산이 확보 및 집행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장기적 사회경제개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교육부문도 매우 열악한 수
준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GDP의 0.3% 가량인데 세계 최하위수준에 머물
러 있다. 많은 인구가 교육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타 개도국과
는 달리 미얀마의 문맹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얀마는 수많은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수인종의 대부분이 교육과
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교육결핍으로 발생하는 그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
라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저해로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미얀마에 있어서 양성평등은 인도적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
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여성은 남자보다 과중한 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
으며 이는 도시지역의 여성보다 평균수명이 2년이나 떨어진다는 사실에서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미얀마의 여성들은 불법낙태에 의한 사망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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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이는 종교적․언어적 제약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또한 소수인종 간 분
쟁에 따라 비정상적인 성비가 형성됨에 따라 여성들은 과중한 노동 및 가족
의 생계유지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인종 간 전쟁과정에서 강제노동과
강간과 같은 희생을 치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미얀마가 비록 남녀
평등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양성평등상의 이슈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특히 고등교육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계층중에서
는 여성의 문맹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사실과 교육받은 계층 중에서
도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개발 관련 각종 문제는 미얀마 내의 소수인종 문제와 중
층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얀마 내에는 소수
인종에 대한 분쟁의 진압 등의 과정에서 수십만의 인구가 자신의 생활터전에
서 강제적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천연자원개발 또는 인프라개
발 등의 목적으로 군부에 의한 토지의 압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인
구의 강제적 재배치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민들은 자
연히 토지소유 및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당하게 되며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개발 이슈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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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사회경제개발은 빈곤문제나 소득불평등, 여성문제와 지역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로 대변되는 경제발전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례로 UNDP에서 1
인당 GDP, 수명 및 취학률을 근거로 추산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1인당 GDP가 사회경제개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지만 전부는 아니
라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UNDP의 HDI지수에 따
르면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후발 3개국은 182개 조사대상 국가 중 중하
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인도차이나의
체제전환국은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
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확충과 관련한 문제점은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자원과 인프라의 부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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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최근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절대적 빈곤층을 획기
적으로 감소시켜 왔으나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빈곤문제의 해결에
주된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지체제의 도농 간 격차가 커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동하는 이주민
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술 및 교육수준이 낮아 이주 후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
당수의 젊은이들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이는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간의
mismatch에 기인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거리노동을 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을 위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도시이주민, 소수민족 등을 포함한 빈
민층에게는 기초적인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체
제전환 과정에서 보통교육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
고 대학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ASEAN 후발 3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인
식하에서 본 연구는 이들 국가들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경제 개발목표를 파
악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개발이 갖는 의미와 그 구성요소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의 달성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이란 1인당 GDP, 소득분배, 고용, 무역 등 경제
개발의 주요 요소와 정치․사회적 안정성, 교육, 보건의료, 사회통합, 양성평
등, 환경 등 다양한 사회개발의 주요 요소를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경제개발이란 사회경제학적 개념과 같이 엄밀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학(Socio-economics)에서는 경제성장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말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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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구성요소들이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역량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회경제개발은 기존
의 국제기관이 관련 지수를 통한 평가에서 사용한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수준과 개발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요소는 국가발전 수준에 따라서 달리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N에서 매우 광범위한 지표를 WDI로 발표하지만 이들 지수가 국가별 발
전단계를 무시하고 비교가능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EU 신
규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럽의 특수상황을 반영하는 일부 지수
를 활용하여 사회경제개발 지수를 재구성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7)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의 사회경제개발에 관한 연구는 주요 구성요소를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
기도 하다.8)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개발을 어떤 측
면에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경제개발의 일반적인 정의하에서 이들 국가
가 지향하는 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경제 개발목표를 검
토하고 그 목표를 사회경제개발의 주요 구성요소별로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오늘날 국제기관과 주요 ODA 공여국들이 지원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수원국의 Ownership을 존중하는 조류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접근방법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각 국가가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입각하여 설정한 개발목표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물
론 이러한 목표의 설정이 인류의 보편타당한 발전목표를 일부 등한시하는 경

7) “Social economic development and Fiscal Policy: Lessons from the cohesion countries for the
new member states,” European Central Bank(2005).
8) Singapore: A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a City-State: 19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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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없지 않지만 적어도 각국이 설정한 목표는 각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달
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여타
보편적 목표는 상황에 따라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3-1. 사회경제개발의 주요 구성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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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계획을 토대로 사회
경제 개발목표를 크게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두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세부역량을 설정하였다.9) 경제개발의 세부역량은 산업화의 달성, 생
산성 향상, 세계시장에의 통합, 소득분배의 향상, 시장경제체제로의 효과적
전환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개발의 세부역량
은 법과 제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자본의 개선, 교육수준의 향상, 보건의료체
제의 확보, 환경보호, 지역간․소득계층간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그리고
양성평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9) 각국의 빈곤퇴치전략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la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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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야별 역량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구성요소별 역량의 확보
는 한 국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경제개발 목표의 성취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개발을 구성하는 분야별 역량이 설정될 경우, 각 역량
의 발전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과제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경제개발 목표의 달
성은 결국 저개발국이 중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 이 과정에서 주요 역량별로 달성되어야 할 개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전통적 경제학의 발전이론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대한 정형적 현상(Stylized Facts)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경제개발을 결정하는 정량적 및 정성적 요인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한 국
가의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역량에 대한 평가이며, 한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
경제 개발역량 확보에 필요한 각 결정요인의 수준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들
국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와의 현실적 격차
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1인당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경제개발이란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
및 산업구조의 현대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그리고 경제성장을 통한 1인당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등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결정하는
제반요소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개발 목표의 달성에 있어
서 다양한 분야별 역량의 평가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각각의 역량이 경
제발전의 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각 역량들이 각기 독립되어 있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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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개발의 수
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의 주요 역량을 산업화, 생산성, 세계경제에
의 통합, 소득분배,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설정하고 있
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세부역량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달성되기 힘
들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저개발국가의 산업화과정이 세계경제와의 통합과 효과적인 시
장경제로의 통합 없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
가 많지 않다. 또한 산업화는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일정한 수준의 균형
적 소득분배가 보장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성장동력의 확보에 커다란 어려움
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화를 통한 성장의 일부가 사회간접자본 확보
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해주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열거한 세부역량은 효과적인 경제개발을 달
성하기 위해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하나의 세부역량이 여타 역량의 확
보를 보장해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산업화가 경제개발의 주요 역량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저개발국이 개
발도상국 또는 중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산업화 또는
공업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 국가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
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독립국가가
생겨났으나 이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중진국 이상으로 성장을 이룬 국가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예외 없이 산업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산업화 또는 공업화가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충분조
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업화과정 없이 중진국 이상으로 진입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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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적어도 필요조건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10) 또한 산업화의 중요성은 1차 산업이 노동력 흡수능력에 있
어서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저개발국의 상당수가 1차 산업에
의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매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의사실업(Disguised Unemployment)’ 상태임을 감안하면 2차 산업의 개발
을 통하여 고용의 창출과 소득의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는 의문
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1차 산업이 한 국가의 중요한 전략산업이라 할
지라도 국제시장에서 1차 산품의 부가가치 증대는 2차 산업의 보완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저개발국의 성장에 필요한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요인과 이
와 관련한 각국의 현황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산업화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생산요소의 부존
상태, 정책적 역량 그리고 교육수준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생산요소의 부존상태는 비교우위의 주요 결정요인이므로 이는 국가
에 따라 산업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한국이나 오
늘날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관찰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과정이 명백한
사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원의 부존상태는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이 특정 자연자원이 치중된 경우 자원의 개발에 몰입
함으로써 산업화가 소홀히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부존상
태는 산업화에 있어서 어떠한 성격의 기초요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원의 종류와 활용현황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역
량이 저개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산업

10) 공업화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
도 적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업화 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공업화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임.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개도국들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인식도 가질 필요가 있으나 그럼에도 공업화
과정의 필요성과는 별개의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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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적절히 설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이
행능력에 따라 산업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산업화의 주요 결정요인인 이유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업화가 갖는 경제
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의 인구비
중이 높을수록 산업화정책의 수용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고 볼 수 있다.

생산성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한
경제의 생산능력은 생산성과 관련한 역량의 수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
다. 또한 생산성의 증가는 각 생산요소 소유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원천이
기도 하다. 생산성 증진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정시키기
는 매우 힘들지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서 생
산성이 증대되는 것은 분명하다.
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매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숙련노동의 비율 및 교육수준, 자본축적의 수준 그리고 기
술개발수준 등을 주요 역량으로 간주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숙련노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노동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숙련노동의 비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의 경험을 두고 볼 때, 경제성장의 초기에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양질의
노동력이 산업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숙련노동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어졌으
며 이는 다시 전반적인 생산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수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 사회의
역량을 대표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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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량적으로 볼 때에는 자본의 축적은 노동의 자본장비율을 높임으로
써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저개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를 추진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어서 투자재원의 동원
은 가장 절박한 당면과제인 것이 일반적이다. 저개발국들이 자본축적을 추진
하는 방안은 대부분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성장의
초기에 있어서 국내저축의 여력이 그다지 높지 않을 뿐더러 금융시장 및 자
본시장의 미성숙은 그나마 저축과 투자의 효율적 연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
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산업화 및 생산성 증
대를 위한 정책목표의 달성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
자가 주로 자원개발이나 국내시장접근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
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에의 통합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세계화로 표
현되는 세계경제통합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가 세계경제에 편입
되어야 할 필요성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효과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성장을 촉
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과정이 국제시장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한 국가경제의 세계경제에의 통합역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국가의 비교
우위구조, 국제화를 위한 정책능력 및 대외협력관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산업화나 생산성 증가에 필요한 제반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개발국가는 산업화의 미비로 인하여 1차산업에
한정된 비교우위구조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발전을 위
한 산업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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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적절히 실시될 경우 산업화를 위한 자원의 확보에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교우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의 통합수
준이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개방과 세계경제에의 통합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
한 논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에 따른 경제의
개방 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분석이 현재까지는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석적 결과와는 무관하게 저개발국가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시장의 개방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도이모이 정책 실시 이후에
이룩한 급속한 성장이 거의 전적으로 노동집약적 부문의 생산을 세계시장의
수요가 흡수한 데 비롯된 것이다. 물론 개방을 활용한 베트남의 성장이 베트
남의 풍부하고 저렴한 비숙련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적절
이 결합된 결과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개방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
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대외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산업발전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소득분배
소득분배문제는 구성원의 후생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은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며 개발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고전적인 불균형성장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균형적인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된 경제환경에서 제대로 작용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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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국가 간 및 계층 간 소득불균
형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거의 확인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경쟁적인 외국인 투자유인정책은 노동계층의 보호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경제의 성장은 저개발국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하
는 데 매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빈곤의 탈출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
분배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득분배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경제개발의 초기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개발국이 빈곤을 탈출하고 균형적인 소득분배를 이루
기 위해서는 성장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소득분배구조의 안정은 다시 내수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의 안정
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정책을 통하여 한 사회가 최
소한의 소득분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최근 개혁을 통하여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개발국 정부의 공통된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기회의 보편적
제공 역시 장기적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특히,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경제성장을
위한 인센티브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보다 높은 소득과 계층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체제
ASEAN 후발 3개국에서도 특히 베트남은 사회주의적 폐쇄경제에서 시장경제
로 전환하였지만 이러한 전환 그 자체가 시장경제체제를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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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란 시장에 의한 자원의 배분을 도모하는 체제이며 정부의 계획 없이
모든 경제주체의 자발적 교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교환이 효과
적 자원배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환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제도
가 존재해야 한다. 오늘날의 시장경제체제는 한 순간에 도입되어 작동되기 시작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시장경제 작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
적 장치가 개발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정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
분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자산은 국가별로 일정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ASEAN 후발 3개국은 분명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일천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 역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다시 원활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간접자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요소는
경제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금융시장의 개발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는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거래에 대
한 예측가능성과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러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
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시장의 개발은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에 필요한 기
본적인 중개기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체제
전환국가에서 또 하나의 특수한 상황은 공기업의 활발한 민영화이다. 체제전
환국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작업은 보통의 시장경제하에서의 공기업 민영화
와 매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체제전환국의 공기업은 거의 정부부처와 유
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는 기업지배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책상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전환국 내에서의
민영화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제도 확립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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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거버넌스
특히 체제전환국가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사회경제개발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역량 중의 하나이다. 투명한 법․제도의 정착을 통
한 법치의 확립, 부패의 통제 등은 건전한 사회경제질서의 구축을 위한 중요
한 토대이며 정치적 안정, 정부의 효율성, 정부규제의 질 등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부
패를 통제하기 위한 의지와 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
교육은 그 자체가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장기투자이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향상은 생산성 증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취
동기를 증폭시킨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교육수준의 향상은 사회의 민주화,
효과적 여론통합, 법적․제도적 장치의 질적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고 있다. ASEAN 후발 3개국은 당연히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한 물질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경
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의 부족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있다.

기타 사회적 역량
ASEAN 후발 3개국은 일부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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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통합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안
전망 확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회통합정책의 실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농업의 과대한 비중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극빈층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이들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체제전환과정과 소수민족문제, 양성평등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구조적 차별
내지 착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경제개발 그 자체가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속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림 3-2]와 [그림 3-3]은 이상의 논의를 집약하여 보여준다. 즉 사회경
제개발을 위한 세부 역량인 산업화, 생산성, 시장경제통합, 소득분배, 시장경
제제도 등과 그 결정요인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세부 역량
을 달성하기 위한 공통적 결정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그림

3-2. 경제개발의 역량과 결정요인 ❚

공통 결정요인
정책역량(산업화, 국제화, 소득분배 등), 교육역량, 부존자원, 저축 및 투자율, 연구개발투자,
비교우위, 경제개방도, 금융시장개발, 사회안전망(세제), 경제관련 법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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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사회개발의 역량과 결정요인 ❚

공통 결정요인
민주적 법제도, 교육여건, 재원, 교육차별, 사회인프라, 고용차별, 교육차별,

3. 평가방법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는 결국 주요 분야별 역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평가로 귀착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개발분야와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주요 역량을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각 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추출하
였다. 따라서 각국의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출한 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분야별 역량을 구성하는 개별 결정요인은 하나의 정량적 또는 정성
적 지표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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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들을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각 결정요인에 대한 지표를 구성한 이후에는 각 지표의 수준을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각 지표가 주요 분야별 역량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SEAN 후발개도국들의 사회경제개발 목표
를 검토하고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을
선정하여 각 지표별로 이들 국가와의 차이를 평가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여 선정한 각 결정요인이 사회경제개발의 결정요인으로서 일반화가 가
능하다고 상정한다면 각 결정요인의 수준은 각국의 사회경제개발 수준을 결
정할 것이며 국가별 격차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제
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3-4. 사회경제 개발역량 지표의 구성 ❚

셋째,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경제 및 사회개발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역량을 구성하는 결정요인은 경우에 따라서 중
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을 기초로 분야별 역량을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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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주요 결정요인 중에서 주요 국제기관이 관련 지표를 제공
하고 있는 것들은 자본, 노동, 교육, 보건, 기술, 대외개방도, 환경, 금융시장
개방도, 양성평등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결정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로 구성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요인별 수준을 표준
화한 지수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i국의 표준화지수 = 1+ (Si- Smin) X {(100-1)/D}
Si : i국의 값
Smin : 전 세계 국가들 중의 최소값
D : 전 세계 국가들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즉 Si가 최소값을 갖는 경우 지수는 1이 되고 최대값을 갖는 경우 100이
된다. 본 지수는 각국의 값을 1과 100 사이로 표준화함으로써 각국의 상대
적 위치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ASEAN 후발 3개국
의 표준화지수를 동남아의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이하 G1으로 칭함)의 평균 표준화지수와 비교함
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격차를 평가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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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11)
가. 경제 개발역량
1) 산업화역량의 주요 요소
가) 노동
베트남의 경우 2009년 인구가 8,700만 명에 달해 개도국 중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인구성장률이 2%를
넘었으나 그 이후 인구성장세가 둔화되어 현재 1.2%의 인구증가율을 보여주
고 있다(그림 4-1-1 참고). 비록 인구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연령별 인구구성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층(15~64세)의 비중은 전
체 인구의 55.9%(1990년)에서 67.9%(2009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

11) 이하에서 표와 그림의 수치 자료는 World Bank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 DB를 사용하
였으며, 다른 자료를 사용한 표와 그림에 대해서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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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당분간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그림 4-1-2 참고).
그러나 베트남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젊은 노동인구의 증가가 현시
점에서 베트남 경제에 대한 투자유인이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구증가의 정체와 노령화 현상이 개도국 가운데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그림 4-1-1. 베트남의 인구증가율 변화 ❚
(단위: %)

인구증가율

❚ 그림 4-1-2. 베트남의 인구구조 변화 ❚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비중 변화는 [그림 4-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
부문의 고용비중 감소와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증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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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의 경우 ADB의 통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의
통계와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공통적으
로 나타난다. 1998년까지 농업부문의 고용비중이 70%를 넘었지만, 2002년
그 비중이 59%로 급감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52.4%
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2001년 10.2%로 10%를 넘어
선 이후 2005년 17.5%로 빠르게 증가한 이후 2009년 20.7%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2003년 31.3%를 정점으
로 다소 감소하여 2009년 26.8%로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 그림 4-1-3.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 비중 ❚

자료: ABD(2010),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0.

이러한 고용비중의 변화는 도이모이정책 이후 추진된 개혁, 개방의 결과
외자유입의 증가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비중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여
전히 고용면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역시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고용구조의 고도화는 교착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실업률은 2008년 2.4%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하지만 인구의 과반 이상이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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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사실상 준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력이 과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고
려하여야만 한다. 특히, 여자의 경우 실업률이 1.9% 수준으로 남성보다 낮
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하노이 등 대도시에서 대낮에 일 없이 시간을 보
내고 있는 남성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베트남 인력운용의 문제점
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 그림 4-1-4. 베트남의 노동 표준화지수 ❚

20

고용율(15세 이상)

❚ 그림 4-1-5. 베트남과 G1의 노동지수 비교 ❚

50

고용율(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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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노동관련 역량지수를 G1(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과 비교해보면 [그림 4-1-4], [그림 4-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고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과 [그림 4-1-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베트남의 경우 G1
국가군에 비해 농업인구 1인당 부가가치는 343달러로 G1 평균인 785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농업의 고용비중은 베트남이 58%로 G1
평균 33.5%보다 월등히 높았고,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베트남
은 20%로 G1 평균 12.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2007년 자료 비교)
❚ 그림 4-1-6. 베트남의 농업 표준화지수 ❚

❚ 그림 4-1-7. 베트남과 G1의 농업지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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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개방과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작용
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고용비중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
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베트남 노동자원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인구성장, 비교적 젊은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노동력 대부분이 비숙련 상태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
의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0~07년 기간에 베트남의 노동인구는 매년 106
만 명씩 증가하여 2007년에 4,67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베트남 노동자원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노동은 지속적 성장에 있어 다음과 같
은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인구의 50% 이상의 생산효율성이 매우 낮은 농촌지역에 고용되어
있으며 공업 및 서비스부문으로의 인구이동도 활발하지 않아 이는 전반적으
로 낮은 노동생산성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3) 지난 10여 년에 걸
친 공업화의 진전은 노동구조의 개선을 일정 수준 가져왔으나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5.1% 수준에 그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요인을 반영한다. 실제로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ASEAN 평균의 1/5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2․3차
산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비농업부문에서의 노동수요 창출과 농업부문에
서 생산성 제고를 통한 노동수요 감축 등이 향후 과제이다.
둘째, 노동인력의 공급과 수요와의 불일치(Mismatch) 문제이다. 베트남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숙련노동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현황이다. 베트남의 성장은 섬유, 신발 등 저부가가치

12) Labour and Social Trends in Vietnam in 2009-2010, Ministry of Labour.
13)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농업부문의 인구비중이 65.3%에서 52.2%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공식으로는 최대 70% 수준에 달한다는 보고도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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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 전자, 중화학 등의 산
업에 요구되는 숙련노동력의 양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예컨대 최근 베
트남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유산업의 경우 투입되는 노동력의
70%가 비숙련노동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을
제외하고는 개별 기업에 의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외
국인 투자기업도 기업의 성향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의 편차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자본축적
베트남의 경우 [그림 4-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
는 비중은 1995년 27.1%에서 2007년 43.1%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다가 최근 약간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09년 38%로 소폭 하락하였다.
다른 ASEAN 국가(G1: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들의 GDP
대비 투자 비중 평균이 2008년의 경우 23.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베트남의 경우 상당히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연
평균 투자증가율이 199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를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2007년 24.2%를 정점으로 2008년 8.5%, 2009년 7.7%로 하락하였다. 이는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

14) 중국의 경우 GDP 대비 투지비중이 2008년 44.4%였던 것과 비교해도 베트남의 투자는 중국과 버금
가는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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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8. 베트남의 자본축적 지수 ❚

베트남의 경우 GDP 대비 저축 비중이 1995년 18%에서 2006년 31.7%
에 이를 때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24.6%까지 떨어졌으나 2009
년 다시 38%로 늘어나 국내저축에 의한 투자재원 조달비율이 높았다. 베트
남의 GDP 대비 저축 비중이 중국(2008년 51.9%)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G1 국가 평균(2008년 29%)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재원
의 조달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FDI의 유입이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FDI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
치 노력과 투자처로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의 경제여건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이 상당부분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베트남의 경제발전계획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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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9. 베트남의 자본축적 표준화지수 ❚

[그림 4-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자본축적과 관련된 역량은 현
시점에서는 여타 ASEAN 국가(G1)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GDP 대비 투자비중과 FDI 비중이 높다는 점은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대안
투자처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개발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본의 형성이다. 일정한 수준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생산과 소비(국외소비,
즉 수출 포함) 간의 선순환 구조확립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베트남은 현재까지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
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본의 형성은 상당폭 외국의
자본과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며 문제점이기도 하다. 국
내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화를 위한 자본 조달의 핵심적
인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FDI 및 ODA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더
불어 정부가 SOC, 국영기업, 교육 등에 투자지출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의 국내 저축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투자율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7개의 국영은행의 중추적 역할인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미흡하고 자본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산업자본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82│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따라서 베트남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FDI의 원활한 유입과 ODA 등 외국으로부터의 원조확보가 중요하고 이는
경제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이 외국인투
자에 적합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 지리적 위치: 동남아의 요충으로 중국과 인접
• 정치․사회․안보가 안정된 상태
• 7.5%의 높은 경제성장률(2008년까지 평균)
• 내수 소비시장 확대 잠재력: 8,000만 인구, 연 1.5% 증가율, 젊은 소
비층의 높은 소비성향
• 인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많은 노력
•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이 40세 이하
• 풍부한 자원
• WTO가입 이후 성공적인 세계시장에의 편입
• 지속적인 법제도의 개선 노력: 법인세 25%, 하이테크 또는 낙후 지역
투자에 대한 세율 우대
그러나 향후 일정 기간 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
지만, 기존의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산업으로의 FDI를 넘어서 베트남 정부의
희망대로 고부가가치, 중화학, SOC 등의 부문으로 FDI가 원활하게 유입될
지는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은 중국으로의 FDI 집중 및 위
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China+1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베트남
이 +1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으로 FDI 유입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고부가가치, 중화학, SOC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될 것
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현실이다. 중국처럼 일정한 생산기반의 확보를 이
루고 FDI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를 낮추어야만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이동
성이 증가된 FDI 유입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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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DI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한 기술습득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높았
지만(2010 GDP 6.5% 성장 예상, 지난 10년 동안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 성장은 대부분 여러 생산요소 중 자본의 투입증가로 이루어졌으며 기
술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매우 낮았다. 즉, 자본투입이 성장의 원동력이었으
나, 자본투입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해야 하나 현재 그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태
이다. 또한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술집약적인 FDI의 유입을 원
하고 있으나, FDI 기업으로부터의 기술습득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미
흡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기술습득효과를 높이기 위한 흡수역량(absorption
capacity)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 기술
베트남의 경우 높은 투자와 국내저축,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술역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R&D 지출비중(GDP 대비 %), R&D 연구인력(백만 명 당), 기술집약적 재화
의 수출 비중(제조업 대비 %) 등 3가지 지표를 비교하면 [표 4-1-1]과 같다.
❚ 표 4-1-1. 베트남과 G1의 기술역량지수 비교 ❚

베트남
G1 평균

R&D 지출비중
0.193
0.263

R&D 연구인력
115
242

기술집약 수출비중
6.1
40.8

베트남의 GDP 대비 R&D 지출비중은 0.19% 수준으로 G1 국가의 0.26%
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R&D 연구인력도 G1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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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그 결과 기술집약적인 재화의 수출비중은 G1 국가의 1/6 수준에 그
치고 있다. G1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각 지표
의 표준화된 지수값이 월등히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4-1-10. 베트남의 기술 표준화지수 ❚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
만, 자체적인 연구개발의 확대보다는 외국자본에 의존한 기술수준 향상을 기
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 기술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질지는 예측
하기 어렵다. 현재 베트남에 일본과 한국기업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투자
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기대했던 것만큼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단순조립 등 비교적 노동집약
적인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 체계적인 기술교육과 기술개발투자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 중 극소수의 기업만이 사내교
육을 통해 필요기술을 훈련시키고 있을 뿐 대다수의 기업들은 원하는 수준
의 숙련노동인력의 조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의존 정책보다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직업훈련체계의 도
입과 확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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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구조 조정
도이모이정책을 실시한 이후 베트남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했다. 부가가치
비중 측면에서는 [그림 4-1-11]에 나타나 것처럼 농업의 비중이 1990년
39%에서 2009년 22%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12%에서 22%
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0년 39%에서 1995년 44%로 증가하
다가 그 이후로 비중이 약간 줄어들어 2009년 다시 3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거의 40% 수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농업부문의 잉여인력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소규모
상점 등 영세한 사업장에 취업을 한 결과로 해석된다.
❚ 그림 4-1-11. 베트남의 산업구조 변화 ❚

또한, [그림 4-1-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면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
는 비중이 2009년 52.4%로 여전히 절반이 넘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역시
2009년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빠
르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서는 여전히 농업부문으로부터
의 노동유입을 더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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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는 베트남 자체통계(Vietnam Economic Times)에 발표된 산업
별 GDP 비중을 세부산업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과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료를 사용한 [그림 4-1-11]과 다소 차이가 난다.
[표 4-1-2]의 경우 2009년 농업부문과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각각 20.7%
와 39.1%로 나타나 [그림 4-1-11]의 22%, 39%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제조업
의 경우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GDP 비중이 [그림 4-1-11]에서는 20%인
반면 [표 4-1-2]에서는 33.5%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의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제조업에 있어서 세계은행의 자료
보다는 그 비중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15)
❚ 표 4-1-2. 베트남의 산업별 비중 ❚

GDP(경상가격, 백만 달러)
Agriculture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ies
Industry and Construction
Industry
Consruction
Services
Trade
Real Estate
Transport and Telecom
Hotel and Restautants
Education
Health
Others

2004년
금액
비중(%)
100
45,552
21.8
9,934
18.0
8,184
3.8
1,750
40.2
18,321
34.0
15,478
6.2
2,838
38.0
17,302
13.6
6,177
4.4
1,994
4.3
1,936
3.1
1,425
3.3
1,486
1.5
691
7.9
3,584

2008년
금액 비중(%)
88,228
100
22.0
19,401
18.0
15,922
3.9
3,479
39.9
35,207
33.4
29,482
6.5
5,726
38.1
33,619
13.8
12,194
3.6
3,206
4.5
4,000
4.4
3,861
2.6
2,296
1.2
1,102
7.9
6,958

2009년
금액 비중(%)
89,113
100
20.7
18,412
16.9
15,068
3.8
3,344
40.2
35,858
33.5
29,887
6.7
5,970
39.1
34,842
14.3
12,759
3.7
3,262
4.4
3,965
4.5
4,042
2.7
2,374
1.3
1,140
6.4
5,673

자료: Vietnam Economic Times(2010).

제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대규모 휴대전화 공장을 하노이에 건설하는 등

15) ADB의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0(www.adb.org/statistics)에 따를 경우 2009
년 베트남 각 산업의 GDP 비중은 제조업 24.9%, 건설업은 9.2%, 농업 17.1%, 광업 4.4%, 서비스업
41.4%로 나타났음.(1994년 불변가격 기준) 제조업의 GDP 비중 통계의 경우 발표기관별로 차이가 심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기는 어렵지만, 현지 방문 결과 ADB의 통계가 가장 현실에 근
접한 수치인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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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원하는 소위 하이테크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저임을 이용한 저가제품의 단순조립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산업구조 고도화와는 거리가 있다. 임금수준에 비해서는 양질
의 노동력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
하지만,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직업교육 등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가제품의 생산기지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개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화
가 하나의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이모이 이
후 베트남의 산업구조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공업과 건설업의 비
중이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향후 베트남이 지향하는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것
은 현재까지의 베트남의 성공이 주로 개방과 외부환경 그리고 베트남의 비
교우위에 입각한 것이며 한 단계 높은 구조의 산업화는 매우 정교하고 적절
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 베트남이 FDI에 의존한 성장정책 및 산업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이다. 2000년 이후 베트남 산업구조에서 공업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FDI 기업에 의한 것이며, 국영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성장속도는 미미하였다. 또한 현재의 산업구조 하에서 저
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수출은 수출규모의 증가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크지
않으며, 더욱이 FDI 기업들이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베
트남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작아진다. 베트남이 세계시장에서 ‘HotBuy’라고 자랑하는 주요 강점들도 모두 FDI의 유치와 관련된 것에 집중되
어 있다. FDI에 의존한 성장 및 산업정책은 저개발국이 성장을 위한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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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를 확보하는 데 얼마되지 않은 전략 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임을 부
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FDI에 의존한 성장 및 산업
정책이 국가경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일치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
이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FDI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국내시장에 대한 접근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경쟁력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FDI가 베트남이 추구하는 경제구조와 일관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재의 베
트남의 비교우위와 다국적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베트남
의 장기적 경제발전전략과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음을 의미
한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의 현 상황은 철저하게 국제적 자본의
흐름에 좌우되고 있으며, 따라서 FDI 유치정책은 베트남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비교우위를 외국기업에 마케팅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둘째,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의 부족이다. 위에서 언급한 현
재의 경제정책이 갖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개혁개방 이후 이룬
성과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공업화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형성 그 자체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이를 통하여 축적된 자본과 생산능력을 적절하게 고도화하는
과정을 밟는 데 실패함으로써 추가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국가가 대부
분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에도 향후 베트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은 산업구조 고도화(노동집약 ⇨ 자본집약, 고부가가치 기술 등) 특히
중화학산업의 비중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희망
산업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도화를 어떻게 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정책수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
제점으로 보인다.16) 산업구조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① 어떤 산업
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부재, ② 선택된 산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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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촉진방안의 부재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 미흡, ③ SOC 인프라의 부족,
④ 산업구조에 맞는 산업인력의 양성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역시 단순히 FDI의 유입을
통한 희망산업의 확대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FDI는
주로 자원개발,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희망산업으로의
FDI 유인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희망산업이
FDI를 통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베트남에 바람직한 것
인지에 대한 고민 흔적도 찾기 어렵다. 국내 자본 및 주체로 소수 공기업의
거대화를 통해 중추산업을 감당하도록 하려는 것이 현재 베트남 정부의 계
획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확대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로서
는 여의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세계시장과의 통합
최근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 대부분이 내수지향적인 발전전략보다는 대
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GATT체제에서 WTO시대로 넘어오면서 세계시장과의 교류확대는 성장의
필수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FTA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예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장과의 통합 정도를 경제개발의 주요 역량 중
하나라 간주할 수 있다.
세계시장과의 통합 정도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무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FDI가 어느 정도 활성
화되고 있는지, 인적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가 세계시장

16) 여기서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생략함. 연구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시장원리와 개방을 경제발전의 주된 전략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개입을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하던 유수 국제기관의 관계자 역시 기관의 내부 분위기는 산업정책이 적절히 수립된다면 적어도 이
를 적극적으로 막는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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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통합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세계시장과의 통합 정도를 평가하면,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경우 인
적 교류를 제외한 무역과 투자면에서 개도국 가운데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세계시장과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의 경우 [그림 4-1-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GDP 대비 무역액의 비중
이 1990년 81% 수준이었던 것이 1999년 103%, 2008년 173%에 이를 때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146%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이며 증가했는데, 베트남의 경우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상태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규모
는 1990년 6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 150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가 2009년 수입감소로 65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무역
수지 적자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가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없이는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그림 4-1-12. 베트남의 무역의존도 추이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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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주요 교역품은 수출의 경우 커
피, 쌀 등 농산물과 원유, 석탄 등 1차 산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섬유와 장신구, 신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품
목들 역시 저임을 이용한 저가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다. 커피의 경우도 가
공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되기 때문에 저가로 판매되
고 있고, 쌀의 경우 자급이 가능해진 이후 수출까지 하기는 하지만, 보관 등
물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실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수입의 경우 비료, 살충제 등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로 하는 품목도 있기
는 하지만,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공산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제된 석유수입도 1,200만 톤이 넘는다는 점은 베트
남 교역구조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유국으로서 정제되지 않은 원
유를 저가에 수출하면서 동시에 석유수입이 많다는 것은 베트남의 현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일방적인 바람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 표 4-1-3. 베트남의 주요 교역품목 ❚
주요 수입품
단위
총수입액
백만 달러
천톤
Steel
천톤
Fertiliser
Petrol
천톤
천톤
Yarn
천톤
Cotton
Vehicles
백만 단러
백만 달러
Chemicals
백만 달러
Pharmaceuticals
Plastic raw materials 백만 달러
백만 달러
Insecticide
Materials for clothing
& shoe manufacture
백만 달러
품목

주요 수출품
단위
총수출액
백만 달러
Rubber
천톤
Coffee
천톤
Rice
천톤
Tea
천톤
Crude oil
천톤
Coal
천톤
Cashew nuts
백만 달러
Pepper
백만 달러
Vegetables
백만 달러
Marine products
백만 달러
Garments and textiles 백만 달러
1,935 Footwear
백만 달러

2009년
68,830
9,632
4,306
12,512
495
298
2,943
1,598
1,098
2,823
483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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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6,584
726
1,168
5,947
133
13,416
25,139
849
356
431
4,207
9,004
4,015

베트남의 교역상대국은 [그림 4-1-13]과 [그림 4-1-14]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수출의 경우 2009년 미국 21%, 일본 12%, 중국 7%, 한국 3% 등이었
고, 수입은 중국 17%, 싱가포르 10%, 일본 9%, 한국 8%, 태국 7% 등이
었다. 즉, 수출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수입의 경우 중
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경주변에서 행해지는 밀무역의
규모를 감안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경제에 예속가
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시장과의 통합 정도에서 무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외국인
직접투자인데, 베트남의 경우 도이모이정책 이후 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다
른 개도국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
의 증가는 베트남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림 4-1-13.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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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4.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 ❚

베트남의 FDI 유입액은 1990년 1억 8,000만 달러에서 1994년 19억
5,0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가 그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6년
24억 달러 수준이던 FDI유입액이 2007년 67억 달러, 2008년 95억 6,000
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76억 달러로 감소
하였다. GDP 대비 FDI 비중의 경우에는 1990년 2.8%이던 것이 1994년
11.9%로 크게 높아졌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4%대에 머무르던 것이 2007
년 9.4%, 2008년 10.6%, 2009년 8.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최근
FDI가 급증한 것이 베트남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조업부문이 저임금을
활용한 저부가가치상품의 생산기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베트남 정
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이테크산업화가 성공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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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5. 베트남의 FDI 유입 추이 ❚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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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6,000
4,000
2,000
0

❚ 그림 4-1-16. 베트남의 GDP대비 FDI 비중 ❚

베트남에 대한 FDI의 주요 투자국과 투자업종을 살펴보면 2010년 7월까
지 현황은 투자업종의 경우 [그림 4-1-17]에 나타난 것처럼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51%, 부동산 17.3%, 호텔과 여행업 4.9%로 나타났고, 투자국
비중은 대만 15%, 한국 12.6%, 싱가포르 9.3%, 일본 8.9%, 말레이시아
6.3%로 나타났다. 부동산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았던 것은 베트남 경제
에 일정 부분 거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국은 대부분 동
아시아 국가들인데 그중 대만과 싱가포르 등 화교자금의 유입비중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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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일본보다 한국의 투자비중이 높다는 점은 여타 ASEAN 국가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난다.
베트남은 무역과 투자 면에서 세계시장과의 통합 정도는 개도국 가운데는
상당히 높지만,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 인구 대비 해외이주자의 비중이 G1 국가의 경우 평균 2.5%인
반면, 베트남의 경우는 0.07%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가족에 대한 동양
적 유대관계가 높기 때문에 해외이주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인적 이동에 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국제적 인
적 교류가 적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4-1-17. 베트남의 산업별 FDI 비중 및 투자국가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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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세 가지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그림 4-1-18]이다. 인
력이동 면을 제외한 무역과 투자 측면의 대외개방도는 G1 국가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가운데 이 부문의 역량은 전반적으로 높
은 것으로 평가된다.
❚ 그림 4-1-18. 베트남의 대외개방도 표준화지수 ❚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의 실시 자체가 중요한 국제화과정이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제화의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2000
년대에 들어서는 WTO 가입에 따라 경제의 개방 및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화를 통하여 국내제도를 개혁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ASEAN,
APEC, WTO에 적극 참여하여 Global Standard에 맞는 Domestic Reform
(법, 규제개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FDI 유입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
였으며 FDI는 다시 베트남 경제 국제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이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이끄는 매우 획기적인
국제화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이후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성과가
이러한 개방의 효과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개방경제로의 전환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
초로 한 수출지향적 성장을 직접적으로 가져왔다. 이러한 제품 수요의 대부
분은 해외 소비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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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감
안하여 동태적 비교우위구조를 적절히 가져갈 수 있도록 국제화정책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시장경제체제
주요 경제개발역량으로 앞서 논의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와 기술수준, 세계
시장과의 통합 정도 이외에도 다양한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경제적 법․제도의
정착을 통한 기업 영업환경을 꼽을 수 있다. 경제관련 법․제도가 투명하게 구비되
고 운영될수록 기업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은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환
경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제관련 법․제도의 정착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조사로 World Bank에서는 전 세계 183개 국가를 대상으
로 매년 조사한 결과를 Doing Business(www.doingbusiness.org)를 통해 개별
국가의 전반적 순위와 세부항목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Doing Business 2011｣
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전반적인 기업 영업환경은 [그림 4-1-19]에 나타난 것처
럼 183개 국가 중 78위로 평가되었다.
❚ 그림 4-1-19. 베트남의 기업 영업환경 순위 ❚

자료: IFC(2011), Doing Business 2011 - Vietnam

98│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 표 4-1-4. 기업 영업여건의 국가별 순위 ❚

기업환경종합
기업창업
건축허가
기업등록
자금대출
투자자보호
조세부담
무역여건
계약이행
기업청산

베트남
78
100
62
43
15
173
124
63
31
124

태국
19
95
12
19
72
12
91
12
25
46

말레이시아
21
113
108
60
1
4
23
37
59
55

인도네시아
121
155
60
98
116
44
130
47
154
142

필리핀
148
156
156
102
128
132
124
61
118
153

한국 중국
16
79
60
151
22
181
74
38
15
65
74
93
49
114
8
50
5
15
13
68

자료: IFC(2011), Doing Business 2011 - Vietnam.

[표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경우 전반적인 기업 영업여건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는 뒤지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보다는 양호하고 중국
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는 자금대출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고, 계약이행과 기업등록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는 거의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고, 조세부담, 기업청산, 기업창업
등이 낮게 평가되었다. 기업 영업여건의 개선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의 중점적 개선이 시
급하다.
❚ 표 4-1-5. 무역여건의 순위 및 세부 여건 비교 ❚

무역여건 순위
수출문서요구량(건)
수출소요기간(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달러)
수입문서요구량(건)
수입소요기간(일)
컨테이너당 수입비용(달러)

베트남
63
6
22
555
8
21
645

인도네시아
47
5
20
704
6
27
660

말레이시아
37
7
18
450
7
14
450

필리핀
61
8
15
675
8
14
730

태국
12
4
14
625
3
13
795

자료: IFC(2011), Doing Business 2011 -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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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중 예를 들어 무역여건의 경우 63위로 조사되었는데 [표
4-1-5]에 예시한 바와 같이 수출과 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 22일, 21
일로 ASEAN 국가(G1)에 비해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무역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물류합리화를 통해
무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4-1-6. 베트남과 G1의 금융시장 개발수준 비교 ❚
투자재원의 은행조달 기업비중
(% of firms)

은행권의 국내대출
(% of GDP)

금융정보인프라지수
(0=less developed to
10=more developed)

베트남

29.4

95.0

5.5

G1 평균

44.7

82.1

6.1

주: G1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또 다른 필수적인 요인은 금융시장인프라의 구축과
원활한 금융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 금융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의 순환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많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조
달한 자본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에게 공급하는 한편 이들의 경제
활동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금
융시장의 형성 및 개발은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이다.
[표 4-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경우 기업들 중 투자재원을 은행
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율이 29.4%로 G1 평균 44.7%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정보인프라는 G1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
간수준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은행권의 대출비중은 오히
려 G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개발수준을 전 세계를 대
상으로 표준화하여 비교해 보면 [그림 4-1-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에 대
한 은행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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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부문의 신용공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그림 4-1-20. 베트남의 금융시장개발 표준화지수 ❚

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제도적 인프라
의 구축이 요구되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효율적인 금융시
장 및 자본시장의 확립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국영은행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시장은 여러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5개의 국
영 상업은행이 은행권 예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영 상업
은행의 핵심 대출처는 국영기업들인데, 국영 상업은행의 영업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부실채권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만
기불일치(Maturity Mismatch),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가 심
각한 수준에 있으며 은행감독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허술한 수준이
어서 단기적으로 해결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주식 및 채권 시장
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이들 시장을 통한 산업부문으로의 자본공급
중개가 원활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소득분배
경제개발역량의 요소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분배상태와 빈곤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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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다.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구매력 향상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절대빈곤인구의 비중이
많을수록 당면한 빈곤해소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개발역량 강화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표 4-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비중과 하위 20% 소득계측의 소득비중의 비율이 베트
남의 경우 G1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상위 20% 소득비중/하위 20%
소득비중은 크기가 작을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적음을 의미
한다. 두 가지 지수가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득분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베트남과 G1을 비교하면 이 두
지수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소득분배가 G1에
비해 반드시 열등한 상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반면, 빈곤층의 비중(1일 소득 2달러 이하 소득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베트남이 G1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가 낮은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절대빈곤
층이 G1 국가군에 비해 많기 때문에 빈곤층 감소가 베트남의 경우 G1 국가
군에 비해 더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다.
❚ 표 4-1-7. 베트남과 G1의 소득분배 비교 ❚
국가

지니계수

상위 20%
소득비중

하위 20%
소득비중

상위 20%/
하위 20%

빈곤율(1일 2달러 이하
소득자비중)

베트남

37.77

45.36

7.07

6.42

48.4

G1 평균

40.5

47.3

6.3

7.6

31.1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44.04
37.91
37.58
42.45

50.41
44.36
45.51
48.99

5.6
6.35
7.38
6.07

9.00
6.99
6.17
8.07

45.0
7.8
60.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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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지수를 살펴보면 [그림 4-1-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율이 베트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
려 소득양극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ASEAN 국가에 비해 빈곤층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소득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그림 4-1-21. 베트남의 소득분배 표준화지수 ❚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불균형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경제성장이 필연적으로 공업화를 수반함으로써 도농 간,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산간 농촌지역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사회보장
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며, 부분적으로 정부예산 ODA 등을 통해
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된 경제환경에
서 베트남 정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개도국이 FDI 유치를 위하여 소위
‘Race to the Bottom’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의 성장을 통한 빈곤의 탈
출을 넘어 균형적 소득분배로 이끌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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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개발역량
1) 거버넌스
사회개발역량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부패통제, 정치적 안정성, 법치의 확립,
규제의 질, 정부의 효율성, 언론의 자유 및 신뢰도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를 들 수 있다. 거버넌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World Bank에서 항목별로 다양한 국제기관 또
는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거버넌스 지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 가용한 자료 중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 그 결과를 인용하여 국제비교를 하였다.
❚ 그림 4-1-22. 베트남의 거버넌스 표준화지수 ❚

[그림 4-1-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경우 거버넌스 구성요소 가
운데 정치적 안정도는 전세계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나
고 있는 반면, 언론의 자유와 신뢰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사회주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G1 국가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규제의 질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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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베트남의 자체보고서(5개년 계획)에서도 언급되고 있
는 점이다. 규제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규제 자체의 내용이 불합리한 요소
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지만, 규제의 체계와 집행기관의 중복 등
으로 인한 규제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포함한다. 베트남의 경우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규제 자체도 반시장적인 내용이 많을 뿐 아니라 규제
시행 주체가 중복됨으로써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반시장적인 규제의 철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통제 역시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ASEAN 국가
중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는 낫지만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비해서는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뇌물공여는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사회의
기득권이 크고 각종 이권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월급에 비해 훨
씬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가 단시
간 안에 근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이는 후진국에 공통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치 확립도는 G1 국가 중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
이지만, 태국과 큰 차이가 없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효율성은 전 세계적으로는 중간수준으로 평가
되지만 G1 국가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전반적 평가는 정치적 안정을 제외한 다른 요인 중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시행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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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교육수준은 경제개발역량의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개발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 4-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의 문맹률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전체적
으로 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초등교육의 보급이 100%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다. 초등교육을 마친 학생
이 바로 중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94.6%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대에서 중등교육기관에
등록하는 비률은 여자의 경우 63.9%, 남자의 경우 69.8%로 남자의 등록률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의 경우 여자가 8.2%, 남
자가 11.2%로 나타나 중등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베트남의 경우 남녀 간 교육기회의 차이가
심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편적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중등교육을 더
확대해야 하고, 특히 고등교육 기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 표 4-1-8. 베트남의 교육지수 ❚

전체
여자
남자

문자해독률
(2008년)
92.5
90.2
95.1

중등교육기관
등록률(2001년)
66.9
63.9
69.8

중등교육기관
진학률(2001년)
94.6
94.4
94.8

고등교육기관
등록률(2001년)
9.7
8.2
11.2

한편, GDP 대비 공공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8년에 5.3% 수준이었고, 정
부지출에서 교육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 수준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도국 가운데는 교육비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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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회의 양극화현상이 경제개발 초
기부터 심화되는 것은 전반적 사회개발역량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교육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훈련을 정부
가 중점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교육관련 지표를 표준화지수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가
[그림 4-1-23]에 나타나 있다. G1 국가군에 비해 교육 관련 지표가 거의 유
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교육 관련 역량이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4-1-23. 베트남의 교육 표준화지수 ❚

베트남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1인당 소득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ASEAN 내의 선발개도국과도 결코 뒤지지
않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상위 소득층은 자녀교육에 상
당한 사적 투자를 하고 있다. 베트남 내에서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정도가 되지만(대학 졸업에 따라 대
략 20~30% 임금 상승),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직업교육의 공급이 부족하여 숙련노동력의 공급이 산업화
를 위한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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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에 대한 사적 투자가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노동의 Mismatch를 초래하고 있는 직업교
육의 미비는 효율적인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역량의 보강 필요성
을 말해준다.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의 불균형구조는 한편으로는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수요가 부족한
고등교육 이수자를 양성하는 고둥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는 역설적으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노동의 대가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등교육
에 대한 높은 사적 투자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매우 불균형하게 분배되고 있
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육문제는 다양한 사회경제
적 구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며 교육정책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베트남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3) 인프라
도로ㆍ항만ㆍ전력 등의 인프라는 교육과 더불어 사회개발의 중요한 측면
인 동시에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대부분의 후진국들
이 보유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지만, 인접국들과 비교하여 베트남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1-9]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인프라의 구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도로포장률과 전력소
비량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보
다는 양호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0명당 전화선과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 태국과 말레이시아보다도 앞서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IT 분야는 개도국 중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산
업적 측면에서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비록 저가
휴대폰이기는 하지만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공장
을 하노이에 설립한 사실이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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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9. 인프라 수준의 국가간 비교 ❚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도로포장률

6.3

11.9

47.6

9.9

79.8

전력수요량

94.1

94.0

727.7

586.1

3667.4

전화선

0.3

1.6

34.3

4.5

15.9

13.4

10.4

25.7

인터넷 사용자

0.5

0.2

24.2

6.2

55.8

7.9

23.9

22.5

55.4

98.5

70.7

566.0 2055.5

2331.5

주: 전체 도로 중 포장도로의 비중(%), 1인당 전력수요량(kWh), 100명당 전화선의 수, 100명당 인터넷 사
용자의 수.

그러나 물류시설 및 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공장시설이 대부분 물류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들어서지
만, 쌀을 포함한 농산품의 경우 도로와 물류시설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4-1-24]는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의 인프
라관련 부분을 표준화한 것이다. 물류비용은 인프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물류비용이 제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베트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류관련 인프라가 중위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G1 국가군에 비해
서는 다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도로
등을 포함한 물류인프라 부족이 경제발전의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국토 자체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와 철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항만을 이용한 물류비중이 컸다. 그러나 항만인프라도 현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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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24. 무역․운송 인프라 관련 물류성과지수의 국가간 비교 ❚

[그림 4-1-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경우 G1 국가군과의 차이가 인프라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력수요량은 G1과 더불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전력문제가 산업규모가 커질
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SOC 구축 및 투자 수
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현 수준의 SOC는 사회경제개발의 모든
부문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농업기반시설 등
❚ 그림 4-1-25. 베트남의 인프라 표준화지수 ❚

110│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의 SO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는 SOC 투자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SOC 투자의 대부분은 ODA, 정
부예산, 국채, 국영기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투자는 미미한 것
으로 평가된다. SOC 투자를 위한 국가예산은 크게 제약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의한 SOC 건설은 국내 숙련노동인구의 부족에 의하여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또한 체제전환국가의 특성에 기인하는
SOC에 대한 낮은 Pricing도 투자증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전력공급은 원활한 생산활동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
로 거론되고 있는데 낮은 전기가격으로 인하여 전력생산에 대한 투자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대중
의 반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당국이 쉽게 결정내리기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기타: 양성평등, 보건, 환경
이상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 주요 사회개발역량으로 양성평등, 보건, 환경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회개발과 관련된 측면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주관
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비
교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각 역량별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비교하였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 남녀 간의 임금수준이 어
느 정도 유사한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가, 여성근로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등 3가지를 비교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그림 4-1-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G1 국가에 비해 남녀 간 임금차별이 약
간 크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남녀 간 임금차별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G1 국가에 비해서도
높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근로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G1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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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
트남 여성들 중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
인다.
앞서 살펴본 교육부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베트남의 경우 교육수준에서의
남녀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
체적으로 평가할 때 베트남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 뿐 아니
라 교육수준도 남자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개도국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베트남 남자에 비해 여성들은 생활
력이 강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은 상당히 중요하다.
❚ 그림 4-1-26. 베트남의 양성평등 표준화지수 ❚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BOD 배출량, 토
지 및 해양 보호구역 등의 지표를 비교하였는데, [그림 4-1-27]에 나타난 바
와 같이 G1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환경보호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현재의 경제발전단계에서는 환경보호의 중요성보다는 경제성장에 대한 욕
구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기 중에도 상대
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환경보호와 같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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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범지구적인 현안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려면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그림 4-1-27. 베트남의 환경 표준화지수 ❚

보건과 관련된 지표로는 유아사망률, 영양실조율, 에이즈 발병률, 식수보급
률, GDP 대비 보건지출비율 등을 비교하였다. [그림 4-1-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의 보건상태는 G1 국가에 뒤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쌀을 수출할 정도로
❚ 그림 4-1-28. 베트남의 보건 표준화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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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먹거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보건비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AIDS
를 포함한 전반적인 질병에 대한 대처가 일정 수준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1) 산업화
가) 산업화를 위한 핵심 투입요소
[노동]
저개발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
적이므로 높은 인구성장률은 저개발국의 산업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에서는 두 차례의 베이비 붐이 있었는데 1970년대
의 내전과 학살에 이어 1980년대 초반에 나타난 베이비붐과 평화가 정착됨
에 따라 나타난 1990년대 초반의 베이비붐이 그 것이다. [그림 4-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캄보디아는 3%가 넘는 연평
균 인구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14│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 그림 4-2-1. 캄보디아의 인구 증가율 추이 ❚

두 차례의 베이비붐은 캄보디아의 인구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베이비
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됨에 따라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확대되어 부양비율(Dependency Ratio(총인구-생산가능인
구)/생산가능인구)이 하락하고 있다([그림 4-2-2] 참조). 이는 경제성장을 위
❚ 그림 4-2-2. 캄보디아의 부양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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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1인당 GDP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
한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사회복지에의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저
개발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우월한 인구계층의 비중이 확
대됨에 따라 세수가 확대되어 산업화를 위한 투자여력도 확충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변 국가들에 비해 캄보디아의 노동력(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은 빠
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의 참여율(15세 이상의 노동력/
인구)과 고용율(15세 이상의 고용인력/인구)도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4-2-3]). 따라서 캄보디아는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력 증가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으면서 고용률
도 함께 높다는 것은 저개발단계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7) 그러나 저개발단계에
서의 경제성장이므로 고용자 평균 부가가치의 창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그림 4-2-3. 캄보디아의 노동 표준화지수 ❚

17) 고용률이 높은 것이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하여 실업을 극도로 기피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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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산업구조 특히 농업부문의 문제와 직결되
어 있다. [그림 4-2-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전히 주변 국가들에 비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농업부문에 투입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GDP 비중
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는 캄보디아 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생
산성의 대표적인 척도라 할 수 있는 농업부문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주
변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볼 때
최하위의 그룹에 속해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포
함하여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의 경우에도 농업인구 1인당 부가가치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캄보디아의 부가가치액은 이들 국가보다
도 낮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인프라 및 자본장비율이 개선되고,
여타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향상되어 산업구조가 조정됨으로써
이들 산업분야로 농업인구가 흡수되어 농업인구가 감소되어야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4-2-4. 캄보디아 농업부문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표준화지수 ❚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비숙련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이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구조가 조정되어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면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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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산업구조의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숙련노동의 확충필요성이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제 전반적으로 숙
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교육기간에 따
른 임금의 차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07년 실시된 CSES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1차 교육을 마친 인력과 2차 교육까지 이수한 인력 간 임금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18)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노동의 숙련화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고 경제 전반적으로 1차와 2
차 교육을 이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9)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의 현재 상태는 이와 같을지라도 선행 경제개발국들
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캄보디아에서도 경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2차 교육,
직업훈련 등 숙련노동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쉽
게 예상할 수 있다. 숙련노동의 부족문제는 짧은 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므
로 그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부터 선행 개발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본축적]
캄보디아가 1990년대 초반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07년에는 투자의 대GDP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림
4-2-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타 ASEAN 국가들, 특히 베트남과 비교
해볼 때 캄보디아 투자의 대GDP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세계 평균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20)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투
자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

18) 뒤의 [그림 4-2-29] 참조.
19) 대학교육을 이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20) 절대액으로 2007년의 경우 베트남에는 67억 US달러의 FDI가 유입된 반면, 캄보디아로의 FDI는 8억
7,000만 US달러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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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 그림 4-2-5. 고정자본형성(투자)의 국가간 비교 ❚
(단위: % of GDP)

주: 2005~09 평균

투자재원의 조달 측면에서도 국내 저축의 대GDP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
으나 투자재원을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다. 투자재원의 상당
부분이 FDI를 통해 조달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FDI의 대
GDP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FDI의 대부분은 ASEAN 국가들과 중
국․홍콩․대만․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주로 의류,
관광, 부동산 등의 산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투자의 비효율적인 배분
에 따른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산림부문, 2000년대에 들어 관광
부문에 유입된 투자가 산림자원 및 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에 유입된 투자는 특히 토지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토지에 대한 접근기
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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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6. 캄보디아의 투자, 저축 및 FDI ❚
(단위: % of GDP)

아래 [그림 4-2-7]은 투자, 저축, FDI의 대GDP 비중을 국가 간 비교한
것이다. 주변 ASEAN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등과 비교해보아도 캄
보디아의 대GDP 투자비중은 상당히 낮고 대GDP 저축비중 또한 낮은 반면,
대GDP FDI 비중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FDI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생산적
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이와 더불어 국내 저축률을 상승시
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력의 중추적인 집단으로 등장함

❚ 그림 4-2-7. 투자비중ㆍ저축비중ㆍFDI 비중 표준화지수의 국가간 비교 ❚
(단위: % of GDP)

주: % of GDP, 2005~09년 평균

120│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에 따라 저축률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국
내 저축률의 상승을 위한 정책처방 및 금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
캄보디아의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기술개발의
수준 및 활용을 측정할 수 있는 특허출원, 기술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
련된 지표들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그림 4-2-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ASEAN 국가들 및 중국 등 주변국들에 비해 해외로의 기술사용료 지급
과 해외로부터의 기술사용료 수입이 모두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반면 주변국들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기술사용료 수입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해외로의 기술사용료 지급은 세계적으로 중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와 그 주변국들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에 이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캄보디아의 주변국들이 캄보디아보다는 해외로부터 기술을 더 많
이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들 국가 모두 기술사용료 수지에서
는 적자를 보이고는 있으나 캄보디아의 적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후진국의 경우 기술
사용료 수지가 다른 국가들보다 양호하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 그림 4-2-8. 캄보디아의 기술사용료수지 표준화지수 ❚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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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오히려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이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한 상태
라면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기술의 흡수능력과
개발능력의 신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 국가의 기술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이 확충되
어야 할 것인데, 기술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GDP R&D 지출
비중, R&D 연구인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4-2-9]를 보면 캄보디아는 중
국ㆍ인도ㆍ브라질 등 신흥개도국, 필리핀ㆍ태국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ASEAN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R&D 지출비중과 R&D 연구인력 모두에서
매우 크게 떨어지고 있다. R&D 지출비중과 R&D 연구인력으로 기술개발역
량을 측정할 때, 캄보디아의 기술개발역량은 전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기술개발역량이 경제

❚ 그림 4-2-9. 기술 개발역량 관련 주요 지수의 국가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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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R&D 연구인력은 백만 명당 연구자수, R&D 지출비중은 대GDP 비중임. 표준화지수.
자료: WB, Indicato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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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경제개발의 초기단계부터 기술
개발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이 필요할 것이다.

나) 산업구조의 조정
지난 10여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캄보디아의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4-2-10]과 같이 1990년대 말 GDP의 약 45%를 차지하였
던 농업부문의 비중은 대폭 감소한 반면, GDP의 약 15%를 담당하였던 제
조업부문이 2008년에는 농업부문에 거의 육박하여 GDP의 약 30%를 생산
해 내고 있다. 산업별 고용에 있어서도 1990년대 말에는 농업부문에 전체
고용인구의 80%가 집중되어 있었으나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그 비중이 50%
대로 축소되었다.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은 약 2배로 증가되었다.

❚ 그림 4-2-10. 캄보디아 경제구조의 변화 ❚
ⓐ 산업별 GDP비중(%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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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고용비중

자료: World Bank(2009c)에서 인용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노동역량의 검토에서
도 이미 지적되었다. 아래의 [표 4-2-1]을 보면 토지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있어 캄보디아가 주변국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농
업부문의 각종 인프라 부족, 낮은 자본장비율 등을 들 수 있다. [표 4-2-1]
을 보면 캄보디아는 주변국들에 비해 단위면적당 트랙터사용률, 비료사용률
및 관개율 등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 간 인구 이전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농업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5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 단위면적당 생산성과 1인당 생산
성이 주변국들에 비해 낮은 상태이다.
❚ 표 4-2-1. 단위면적당 농업생산성의 국가간 비교 ❚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쌀 생산량(톤/ha)
2000년
2.1
4.1
2.6
3.1
4.4
3.3
2.6
4.9
2.8
3.8
4.7
3.5
2008년
농업기술
트랙터(대수/ha)
0.6
24.9
14.2
2.0
4.4
23.9
비료(kg/ha)
5
324
133
150
145
806
관개(%농경지)
7
45
31
27
23
20
자료: WB(2009), Sustaining Rapid Growth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Cambodia
Economic Memor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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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3
6.3
6.5
319
39
Country

최근 제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산업구조 조정
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그림 4-2-11]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국들에 비해
농업고용비중과 농업의 GDP 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고용비중은 매우 낮으
며 제조업의 GDP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
후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농업부문 1인당 및 단위면적
당 생산성의 제고와 더불어 제조업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주변국들에 비해 캄보디아의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생
산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면 주변국들의 생산성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농업인구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고용인
구의 절반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제조업으로의 인력이동
여지도 크다.
❚ 그림 4-2-11. 제조업과 농업 비중 표준화지수의 국가간 비교 ❚

캄보디아
베트남

이제까지는 의류(및 신발), 관광, 건설, 농업(수산업과 임업 포함) 등 매우
소수의 산업부문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GDP의 16%(2007
년)를 담당하고 있는 의류 및 신발 부문은 지난 10여년간 가장 급속하게 성
장한 산업부문으로 캄보디아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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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산업의 성장은 의류산업에서 95%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
자자들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캄보디아 의류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쿼터를 늘림으로써 해외 수요를 확보하고, 의류생산자협회
를 조직하여 정부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미국은 수입쿼터의 확대
에 대한 대가로 노동기준의 강화를 요구하였는데, 생산자협회와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의류제품 수출량이 증가될 수 있었다. 캄보디
아에서는 취약한 지배구조가 사회경제개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의류산업 생산자협회의 구성을 통한 정부와의 협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사례는 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
지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협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가능했던 것
은 수입쿼터의 확대를 통한 의류수출량의 증가로 캄보디아 의류산업을 둘러
싼 당사자들 모두가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림 4-2-12. 의류산업 임금과 생산성의 국가간 비교 ❚

주: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2004년 US달러로 측정됨.
자료: World Bank(2008b)에서 인용.

21) 의류제품의 대부분은 미국(70% 이상)과 EU로 수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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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캄보디아의 의류산업이 경제성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생산제품의 대부분이 저품질이며 생산과정 중에서도 주로 부
가가치가 낮은 CMT(Cutting-Making-Trimming)를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의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섬유 등 인접
제품으로 생산을 다변화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또한 [그림 4-2-1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의류수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들과 비교하여 임금 및 생산성에 있어 우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비교할 때 임금은 높지만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결국 의류산업에서의 외국인투자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
용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적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지난 10년간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관
광객의 숫자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식시설, 도로
등의 확충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산업인프라가 부
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항공서비스는 독점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운
임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적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유적자원은 현 세대만의 것이 아니므로 미래세대도 그 유
적자원으로부터의 여러 혜택을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관광수입의 증대, 유적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기존에 보유한 산업부
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내적 다변화(Internal Diversification)의 단계를
거친다. 그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외적 다변화(External Diversification)가 중
요하다.22) 제품공간에서 인접 제품으로의 외적 다변화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22) 내적 및 외적 다변화에 대해서는 Hausmann and Klinger(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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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제품으로의 다변화를 위해
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과 비용이 수반된다. 캄보디아는 일단 내적 다변화
가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머지않아 외적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
다. 이에 대비하여 캄보디아는 현재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들 특히 의류 및 신
발과 인접한 제품으로서 부가가치의 창출잠재성이 큰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세계시장과의 통합
[그림 4-2-13]와 같이 캄보디아 경제의 무역의존도 및 FDI의 대 GDP 비
중은 베트남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여타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 경제의 개방 정도가 ASEAN 국가들 중에서 높
은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그림 4-2-13. 캄보디아의 경제개방 표준화지수 ❚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이 큰 몫을 하였다. 캄보
디아는 1999년 ASEAN에, 2004년에는 WTO에 가입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그림 4-2-14]와 같이 캄보디아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수출액은 유사한 경제개발단계
에 있는 여타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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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14. 캄보디아 무역량의 대GDP 비중 증가 추이 ❚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급속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제
한적인 산업부문에서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4-2-15]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류제품, 신발제품, 쌀, 고무 등 상위 5개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다
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인접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위 5개 품목 중에서 의류제품의 비
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0%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소수 산업에
서의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캄보디아의 수출이 매우 극심한 영향을 받게
❚ 그림 4-2-15. 캄보디아 상위 5개 수출품목의 비중 ❚
[캄보디아]

[2000-04년 평균비중]

자료: World Bank(2009c)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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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캄보디아가 수출의 안정적 증가를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
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내적 다변화(기존 수출제품의 고부가
가치화)와 더불어 외적 다변화(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출제품의 개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캄보디아는 수출제품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지난 10여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림 4-2-1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미국(45%)과
홍콩(19%)으로의 수출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상위 5개 수출국에
수출의 80%가 집중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ASEAN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ASEAN 국가들과의 지역적 경제협력은 매우 미흡하며, 의류제품ㆍ
관광서비스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ASEAN 및 동아시아의 생산․무역 네
트워크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다. 향후 캄보디아가 생산제품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근 생산․무역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확대하여
캄보디아가 비교우위를 지닌 부분 및 제품을 발굴․개발하고 새로운 인접시
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23)
❚ 그림 4-2-16.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국 비중(2008년) ❚

자료: UN COMTRADE database.

23) World Development Report(2009), Reshaping Economic Geography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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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수출의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조치(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동등 대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프로
젝트에 대한 조세 감면 등)를 도입하였다.24) 이에 따라 [그림 4-2-17]에 나
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2007년
에는 GDP의 10%에 달하였고 국내 저축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 투자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의류산업에 집중적으로 유입된 FDI는
캄보디아 의류제품의 세계시장 접근성과 캄보디아 의류기업의 국제적 평판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금융, 캔제조, 조립공장 등에 투자된 FDI는 기
술개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림 4-2-17. 캄보디아의 FDI 유입액 추이(경상 백만 달러) ❚

한편 국내 투자를 위한 국내 저축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부터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국내투자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캄보디아의 국
내 저축률은 고속성장을 이룬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

24)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 대우의 유일한 예외가 토지소유의 제한이나, 외국인투자자는 99년까지 토
지를 임대할 수 있어 토지 활용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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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4-2-2 참고) 이와 같이 해외 수요 및 저축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성장
은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과 함께 국내
저축을 늘림으로써 해외 자본에의 의존도를 낮추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 표 4-2-2. 지속적 고속성장국의 투자와 저축 비교 ❚
구분
캄보디아

경제개발 기간
첫 10년
다음 10년
1998-2007
n/a

투자(%GDP)
첫 10년
다음 10년
18.5
n/a

저축(%GDP)
첫 10년
다음 10년
8.6
n/a

인도네시아

1966-76

1976-86

16.6

26.4

16.1

30.3

말레이시아

1967-77

1977-87

21.0

27.2

24.9

29.9

태국

1960-70

1970-80

21.0

26.1

18.9

22.3

베트남

1988-98

1998-2007

21.1

32.5

12.5

27.8

중국

1961-71

1971-81

21.1

31.4

29.1

31.3

인도

1988-98

1998-2007

23.4

27.7

22.4

26.0

브라질

1950-60

1960-70

n/a

19.7

n/a

19.9

한국

1960-70

1970-80

19.5

28.6

9.2

22.3

홍콩

1960-70

1970-80

25.6

26.1

24.6

31.1

싱가포르

1967-77

1977-87

36.2

43.2

24.2

39.8

대만

1965-75

1975-85

26.5

27.3

26.1

31.8

일본

1950-60

1960-70

n/a

35.6

n/a

36.2

자료: WB(2009), Sustaining Rapid Growth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3) 시장경제체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 우호적인 세계경제여건, 다양한
인프라의 확충 등과 더불어 경제적 법․제도의 정착도 경제성장에 큰 영
향을 미친다. 경제 관련 법․제도가 투명하게 구비되고 운영될수록 기업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은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환경을 제약하
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제관련 법․제도의 정착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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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18. 캄보디아의 기업 영업환경 표준화지수 ❚

자료: IFC(2010), Doing Business 2010 - Cambodia.

[그림 4-2-18]을 보면 캄보디아의 기업환경은 비교대상 183개국 중에서
하위 25%에 위치하고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기업등록, 재산권 보호, 투자자 보호, 계약이행 등
을 살펴보면 캄보디아는 주변국들에 비해 거의 모든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등록과 청산에 있어 극히 열악한 상
태이다. 기업의 등록과 관련된 절차가 번거롭고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이 등록을 기피하고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업의 청산과 관련된 제도
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
과를 정리한 것이 [그림 4-2-19]이다. 캄보디아에서 기업의 영업환경을 제약
하는 요인들로 부패, 반경쟁적ㆍ비공식적 관행, 경제 및 규제 정책의 불확실
성 등이 꼽히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경제
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법․제도에 따라 이루지기보다는 정책당국 또는 규제
자의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거나 법․제도를 벗어난 비
공식적인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에 대한 투명하고 공
정한 규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이 위축될 소
지가 크다. 캄보디아가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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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제도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 그림 4-2-19. 캄보디아의 기업 영업환경에 대한 제약요인 비교 ❚

주:

막대의 높이는 “다음의 이슈들이 영업에 얼마나 장애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심각” 또는
“매우 심각”으로 답한 기업들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World Bank(2008b)에서 인용.

한편 캄보디아가 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무역
관련 법․제도가 무역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캄보디
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무역관련 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통하
여 무역관련 법․제도가 무역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림 4-2-20]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수출
및 수입 여건을 평가한 것이다. 먼저 캄보디아의 무역여건은 전체 183개국
에서 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및 주요
ASEAN 국가들에 비해 수출입 운송비용이나 소요기간보다는 수출입 문서요
구량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캄보디아의 무역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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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역관련 절차 및 규제가 정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4-2-20. 캄보디아의 무역 여건 표준화지수 ❚

자료: IFC(2010), Doing Business 2010 - Cambodia.

개도국의 금융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조달한 자본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
제주체들에게 공급하는 한편 이들의 경제활동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활한 금융시장의 형성 및 개발은 자
본주의 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이다.
[그림 4-2-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ASEAN 국가들과 견주어
볼 때 캄보디아의 금융시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기업 중 은행권으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기업의 비중 면에서뿐만
아니라 은행권이 국내에 제공하는 대출의 대GDP 비중 측면에서도 여타
ASEAN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
한 신용정보가 축적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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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1. 캄보디아의 금융시장개발수준 표준화지수 ❚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개발이 미흡하여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대규모 기업들만이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상환능력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담보할 자산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농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4) 소득분배
여전히 저개발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여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
로 국가 전반적으로 빈곤이 감소되었다. 두 차례의 사회경제조사(CSES)에서
나타난 빈곤율(Poverty Incidence)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45~50%에서 35%로 하락하였고, 2004년 이후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30%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ASEAN
국가들과 비교하여 캄보디아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다.
한편 경제성장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에서 생활수준 향상이 나타나고 있지
만, 상대적으로 상위 소득층이 경제성장의 더 많은 과실을 누리고 있다. [그
림 4-2-2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득불균등도의 척도인 지니계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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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비율에서 캄보디아는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ASEAN 국가들에 비해 높은 불균등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불균등도는 더욱 악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 그림 4-2-22. 캄보디아의 소득불균등도 표준화지수 ❚

다른 저소득국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도시지역 내
에서의 소득불균등이 존재하지만, 농촌지역 내에서의 소득불균등이 빠른 속
도로 악화되고 있다. 산업화, 지리적 위치 등을 포함하여 소득불균형을 낳는
요인들은 다양할 것이지만, 토지소유에 있어서의 불균등도가 소득불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4-2-23]에서 같이 캄보디아의 토지소유불균등도
는 주변국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9년 토지가 사유화
되고 가계의 기초 필요량에 따라 토지가 분배되었을 당시에는 거의 균등한
토지소유 상태를 보였다. 그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토지수
요가 확대되었으며, 정부가 보유한 국유지를 대규모 농장에 집중적으로 임대
함에 따라 토지보유의 불균등도는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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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3. 토지소유 불균등도의 국가간 비교(2004년) ❚
0.7
0.6
0.5
0.4
0.3
0.2
0.1
0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말레이시아

인도

캄보디아

자료: WB(2007).

특히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소규모의 농지를 보유
한 농가의 소득창출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농촌지역에서 영농 이외의 고용
기회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화가 미흡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비농업분야에서의 고용 및 소득기회가 충분히 창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농가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정부가 보유
한 국유지 또는 대규모 농장에 임대하였으나 경작되지 않고 있는 농지를 이
들 농가에게 재분배함으로써 토지소유의 불균등도를 낮추는 것이다. 세계은
행의 분석에 따르면 여타 저개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도 대규모
농장보다 소규모 농장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한 토지소유 불균등도의 완화는 농업 생산성 및 소득분
배의 개선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25)
토지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토지소유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확

25) WB(2007), “Sharing Growth: Equity and Development in Cambod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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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재산권의 확립은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만 농민들은 관개 농지개량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되며 투자회수기간이 긴 환금성 작물로 경작 농산물을 다
변화하게 된다. 또한 토지소유권이 명확해야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용이
하며 대출조건도 유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불평등의 완화와 토지소
유권의 정립은 농촌지역 빈곤층의 역량 제고를 통해 농촌지역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 개발역량
1) 거버넌스
경제 관련 법․제도의 정착 정도가 경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서 이미 거론된 것이지만, 투명한 법․제도의 정착을 통한 법치의 확립, 부
패의 통제 등은 건전한 사회경제질서의 구축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
와 더불어 정치적 안정, 정부의 효율성, 정부규제의 질 등도 지속가능한 사
회경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캄보디아는 1990년대 내전의 종식과 반정부 세력의 축출을 통해 사회․정
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정치적 안정은 캄보
디아가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림 4-2-2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법
치의 확립, 부패의 통제, 정부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캄보디아는 주변
ASEAN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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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4. 캄보디아의 거버넌스 표준화지수 ❚

특히 부패는 법․제도에 의한 사회운영시스템의 정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25]는 국가별 부패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한
것인데, 수득수준이 높은 나라의 국민일수록 자국 내 부패의 정도를 상대적
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유사한 소득수
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보다 자국 내에서의 부패문제를 더욱 심각
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부패문제는 거의 모든 후
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패는 결국 사회 모든 부문에서
부당한 차별 및 왜곡을 낳고 사회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후진국들이
사회경제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려면 자국민들이 지닌 잠재적인 능력
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부패의
억제를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은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캄보디아의 사각형 개발계획에서도 모든 부문별 개발목
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과제로서 지배구조의 개선 및 부패문제
의 해소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나, 부패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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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5. 부패에 대한 인식도의 국가간 비교(2007) ❚

주: 수직축은 ‘부패의 심각성’, 수평축은 ‘1인당 GDP(2005 PPP US달러)’임. ‘부패의 심각성’은 각국 국민
들의 자국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2.5~+2.5의 범위에서 수치가 낮을수록 부패문제
가 심각함을 의미함.
자료: World Bank(2009c)에서 인용.

2) 교육
캄보디아의 기초적인 교육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교육수준의 기본
적인 척도인 문맹률을 살펴보면, [그림 4-2-26]에서와 같이 연령이 낮아질수
록 문맹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캄보디아
의 기초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질수
록 남녀 간 문맹률의 차이가 감소되고 있으며 청소년층에서는 남녀 간 문맹
률의 차이가 미미하다. 이는 기초적인 교육기회에 있어 남녀 간 불평등이 큰
폭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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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6. 캄보디아 문맹률의 연령별ㆍ성별 차이 ❚

자료: World Bank(2009c)에서 인용.

한편 [그림 4-2-27]과 같이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상
승하여 8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중등교육기관 등록률도 상승하고는 있으
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수
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의 기초교육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숙련노동 및 전문인력의 양성은 미흡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 그림 4-2-27. 캄보디아 학교 등록률 변화 추이 ❚

자료: World Bank(2009c)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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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은 진학률에 비해 등록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림 4-2-27]과 같이 캄보디아 중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주요 ASEAN
국가들에 근접하고 있으나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이다. 앞으로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숙련노동에 대한 수
요가 증가될 것이며 중등교육은 숙련노동의 양성을 위한 토대가 되므로 중
등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등교육 이수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4-2-28]을 보면 캄보디아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은 주요 ASEAN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교육에 대한 투
자가 교육수준의 제고를 통해 노동력의 질 개선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캄보디아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부터 공공지출에 있어 교
육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림 4-2-28. 캄보디아 교육 표준화지수 ❚

중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률 및 등록률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기회 및 임금이 높아진
다면 개인들은 상위 교육을 수료하려는 더 큰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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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는 캄보디아에서의 교육수준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묘사한 것이다.
소득수준으로 볼 때 상위 10%에 속하는 부유층에서는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계층에서는 교육수준과 임금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캄보디아에서는 아직까지 임금이 개인들에게 교육수준 제고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림 4-2-29. 캄보디아의 교육수준과 임금간 상관관계 ❚

자료: World Bank(2009c)에서 인용.

3) 인프라
교육과 더불어 도로ㆍ항만ㆍ전력 등의 인프라는 사회 개발의 중요한 측면
인 동시에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대부분의 후진국들
이 보유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지만, 인접국들과 비교하여 캄보디아
의 인프라는 더욱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림 4-2-3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프라의 구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도로포장률, 인구
100명당 전화선, 1인당 전력소비량, 인터넷 사용자 모두에서 캄보디아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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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재
원은 주로 원조와 정부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그림 4-2-30. 캄보디아와 주변국들간 인프라 수준의 비교 ❚

구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도로포장률
6.3
11.9
47.6
9.9
79.8
55.4
98.5
70.7
전력수요량
94.1
94.0
727.7
586.1
3667.4
566.0 2055.5 2331.5
전화선
0.3
1.6
34.3
4.5
15.9
13.4
10.4
25.7
인터넷 사용자
0.5
0.2
24.2
6.2
55.8
7.9
23.9
22.5
주: 전체 도로 중 포장도로의 비중(%), 1인당 전력수요량(kWh), 100명당 전화선의 수, 100명당 인터넷 사
용자의 수.

위의 그림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환경에 대한 제약요인 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프라 중에서도 전력공급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7년
에 캄보디아 기업들이 단전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4%
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3년의 2.2%에서 대폭 증가된 수치이다. 특히 관광
산업에서는 단전으로 인한 매출손실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6) 또한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1/3이 자가발전설비에 의해 조달되

26) 이 단락은 WB(2009), “Cambodia: A better investment climate to sustain growth in Cambodia: Second
investment climate assessment”, World Bank/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Report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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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의류산업이 에너지집약적인 산업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자가발전 의존율이 50~60%에 이르고 있다. 자가발전설비로 생
산된 전력의 비용이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의 가격보다 높을 것이므로
자가발전설비를 보유한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27) 캄보디아 정부는 전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선을 신설하여 베트남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고
수력ㆍ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발전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기는 하다. 앞의 [그림 4-2-30]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접국들과 비교할 때 캄
보디아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캄보디아의 사회경제개발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에너지집약산업이 확대되어 에너지 수요가 증가되
고 유가의 상승으로 에너지생산비용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안
정적인 전력확보는 캄보디아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그림 4-2-31. 무역․운송 인프라 관련 물류성과지수의 국가간 비교 ❚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물류비용이다. 캄보디아 국내 및 해외
와의 운송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면 국내 운송비용뿐만 아니라

27) 예를 들어 의류기업은 평균적으로 발전소가 공급하는 단위 전력가격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단위당 전
력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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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위한 물류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그림 4-2-31]은 세계은행 물류성과
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의 인프라 관련 부분을 표준화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인프라 관련 물류성과지수는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국가들
및 중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캄보디아가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은 국내 운송량 및 무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 운송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을 감축시키는 것도 캄보
디아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4) 기타: 보건, 환경
거버넌스, 교육, 인프라 이외에도 사회개발과 관련된 역량으로 보건과 환경
ㆍ에너지 역량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의 보건역량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2-3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GDP 대비 보건비지출비
중이 ASEAN 주요국의 평균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아생존율ㆍ영양실조율ㆍ식수보급률 등에 있어서는 인접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ASEAN 인접국보다 GDP 대비 보건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더라도 GDP 규모가 작아서 보건분야에 대한 절대
적인 지출액은 보건분야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4-2-32. 캄보디아 보건 표준화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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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캄보디아의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된 역량
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그림 4-2-33]에서와 같이 1인당 이산화탄소 배
출량은 극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1인당 에너지사용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
며, 향후 사회경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1인당 에너지사용량이 매우 적음에도 불
구하고 GDP/에너지사용량은 ASEAN 주요국에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
다. 이는 경제활동에 있어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
편 수질오염과 관련된 지수인 노동자 1인당 BOD 배출량에 있어서는 ASEAN
주요국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
체 토지에서 보호지역의 비율은 인접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적자원은 캄보디아가 보유한 소중한 관광자원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
속가능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4-2-33. 캄보디아 환경 표준화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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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1) 산업화
가) 산업구조조정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개발을 위하여 한 경제가 필요한 역량으
로서 산업화, 세계경제통합,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에 필
요한 역량 중에서 산업화와 세계경제통합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제조
업을 갖춘 산업국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면서도 여전히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 및 농가공산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미얀마의 부존자원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본축적 수준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만 입각한 개발정책은 결국 현재의 비교
우위 구조에 천착할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경제개발에 부정적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크다.
❚ 표 4-3-1. 미얀마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01~08년) ❚
구분
실질GDP 증가율
1)
GDP
1)
GDP(PPP)
1인당 GDP1)
1)
1인당 GDP(PPP)
CPI 상승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평균환율(짜트/달러)

단위
%
십억달러
십억달러
달러
달러
%
십억달러
십억달러
억달러

2001년
11.3
6.2
89.9
133
1,939
21.1
2.63
2.66
-1.5
573.7

2003년
13.8
7.6
119.1
161
2,525
36.6
2.78
3.23
-1.0
1,015.2

2005년
13.6
9.9
162.4
205
3,385
10.7
3.71
3.57
4.4
1,130.7

2007년
11.9
16.0
204.3
327
4,186
32.9
4.75
5.52
18.0
1,299.6

2008년
4.11)
19.2
217.8
391
4,424
26.4
6.56
6.98
2)
10.0
1,185.02)

주: 1) Global insight 자료. 2) EIU 자료.
자료: ADB(2009c); Global Insight;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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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에 나타난 미얀마의 최근 거시경제지표의 추이는 인플레이션만
제외하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얀마의 통계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문제를 무시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
이 10% 이상 유지되었으며 1인당 GDP가 400달러에 채 못미치지만 PPP로
환산한 수준은 4,000달러를 상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경
상수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1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 그림 4-3-1. 미얀마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

문제는 이러한 거시경제지표상의 개선이 과연 지속가능한가 라는 것이다.
현재 미얀마의 성장은 천연가스 등 일부 자원 분야에 의존한 수출에 집중되
어 있고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농업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광공업의 비중은 19.8%에 불과한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림 4-3-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까지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광공업과 서비스의 비중 증가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통계는 이와 같은 추세가 정체 또는 역전하
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농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및 비료 등의 부족으로 농업 생산 역시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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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전력, 도로, 항만, 통신 등 열악한 사회 인프라로 인해 산업 기반이
매우 미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등으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도 어려운 실정이다. 생산역량의 확충에 필수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높은 저축률과 투자가 필요하나 이는 주변 개도국에 비해 볼 때에도 엄청나
게 낮은 수준이다.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
하고 있으나 이는 자원개발과 저임을 활용하는 소규모 의류봉제 분야에 국
한되고 있다.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역시 크
게 미약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얀마의 경제개발역량은 단순히
최근의 거시경제지표로 판단할 수 없다. 저개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는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을 충분히 확충하고 이를 국내외 수요
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에 통합되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체제전환국가로서 원활한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
한 각종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 표 4-3-2. 미얀마의 산업부문별 비중 변화 ❚
(단위: %)

상품 분야
농업
축산어업
산림
에너지
광산
제조업
전력
건설
서비스 분야
수송
통신
금융
사회 및 행정
임대 및 기타
무역

1985
61.3
39.7
7.1
1.4
1.0
9.9
0.5
1.7
14.8
3.6
0.4
2.4
4.6
3.9
23.9

2000
60.5
33.6
8.3
0.9
0.5
1.9
10.1
1.1
4.2
18.6
4.6
2.1
2.1
6.0
3.8
20.9

2007
63.5
35.6
7.5
0.5
0.2
0.5
15.0
0.2
4.0
14.8
10.9
1.3
0.1
0.9
1.6
21.6

주: 이 표에 나타난 무역업의 대GDP 비중이 21.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DI의 통계에 의하
면 무역의존도가 1% 미만으로서 미얀마 통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자료: Chosakenkyu Hokokusho(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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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는 미얀마의 주요 부문별 대 GDP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1985년과 2007년 기간 동안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무역부문의 구조에 있어
서 근본적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총 GDP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은 15%, 무역을 포함한 3차 산업은 36.4%로 상대적으로 낮
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동안
어느 정도 개선되고 인도차이나 국가와의 격차를 약간이나마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2000년
대 이후 의류봉제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폭 증가한 것
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GDP 비중으로 따져본 산업구조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주로 농수산물의 원시
적 가공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야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섬유 및 의
류산업이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42%, 태국의 35%와 비
교는 차치하고라도 베트남의 21%, 캄보디아의 22%에 비교해보아도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진 것도 가스 등 천연자
원 개발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며, 오히려 쌀을 중
심으로 한 농업은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1차 산업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저개발국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화를 달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형화된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ㆍ실증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 무역의 상당한 비중을 산업 내 무역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내 무역
은 주로 제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 내 무역은 다시
상당한 비중이 북-북 무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도국이 중진국 내지 선진
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업화전략을 채택할 필요를 부정하기는 매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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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 공업화는 기존의 비교우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의도
적인 자원의 동원이 필요한 전략이다. 물론 국제적 비교우위 구조 하에서 공
업화가 자연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개발도상국
들이 세계시장을 두고 경쟁적 관계 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에 의
한 자원의 재배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생산자원
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미얀마의 산업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미얀마의
정책적 역량과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자원의 현황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29)

나) 산업화의 주요 요소
[산업정책]
미얀마가 산업화를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의
대외개방을 시작하고 부터이다. 1988년은 미얀마의 군부쿠데타가 발생한 해
인데 이로 인하여 그나마 미얀마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ODA 유입이 중단
되었다. 이러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미얀마 경제가 민간부문에 의지한 경제개
발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1988년의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해에도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 교역을 허용한 바 있지만 대외개방이 본격
화한 것은 1988년으로서 민간의 교역과 교역에 의한 수익의 보유를 허용하

28) 산업 내 무역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다. 규모의 경제는 공산품과 농산품을 막론하고 다 존재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독점적 경쟁 등 불완전경쟁시장 모형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산품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9) 미얀마의 산업화 정책 관련 주요 입법사항을 보면 1990년의 민간기업법(The Private Industrial
Enterprises Law), 1991년의 영세기업육성법(the Promotion of Cottage Industrial Law), 1994년의
미얀마국민투자법(The Myanmar Citizen Investment Law) 등이 있다. 1991년에는 산업단지가 조성
되었으며 1999년에 상공회의소가 조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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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과거 불법화되어 있던 국경무역도 합법화를 시작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88년을 기점으로 미얀마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
자를 허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개방조치는 미얀마의 민간
경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무역이 허
용됨에 따라 민간경제주체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주
로 소비재의 공급을 위한 1차적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비
교적 다양한 부문에 있어서의 기업창설로 이어졌다. 미얀마의 대외개방정책
그 자체만으로도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숫자를 이후 10년 동안 약 10배
가까이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진다.30)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엄밀히 말해서 국내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1차적인
기초적 수요가 시장에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1962년 민주정
부가 전복된 이래로 26년 동안 생필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던 상황에
서 시장의 개방은 잠재되어 있던 수요를 현실화시켰으며 무역업체의 급증은
이러한 수요를 단순하게 충족시켜주기 위한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소비재 무역은 같은 기간에 3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즉, 미얀마의 산업구
조가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기초적 생활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의
개방은 이러한 결과를 당연히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내수요를 충당
하기 위한 국내 산업 역시 매우 초보적 수준의 가공산업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31)
그러나 시장개방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비롯된 경제활동의 증가는
미얀마가 처해 있는 절대적 생산자원의 부족이라는 제약요인 하에서 오랫동

30) 1989년 미얀마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숫자가 1,000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그 숫자는 1997년에
이미 9,000여 개에 달하였음.
31) 개방 이후 가장 전형적인 가공산업의 형태는 커피와 설탕과 같은 식품원자재를 수입하여 최소한의 믹
싱과 포장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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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속될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국내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도한 순수
입으로 인하여 미얀마는 극심한 외환의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
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미얀마 정부로 하여금 또 다시 외환과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수출을 중시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산업구조상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
키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됨에 따
라 미얀마 정부는 수입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이는 결국 미얀마가 제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
수단의 실행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미얀마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기조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최근 미얀마의 총선 이후 새로이 구성
될 민간정부의 정책을 일정기간 관찰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2)

[노동]
미얀마의 가장 큰 부존자원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노동력이다. 미얀마의 인
구는 약 5,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00여 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62.7%의 경제활동인구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12.2% 그리고 서비스업은 25.7%에 불과하다. 미얀마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 그 자체는 [그림 4-3-2], [그림 4-3-3]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
다지 낮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다수가

32) 미얀마의 기업환경과 관련하여 법제도의 안정성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임. 또
한 새로이 구성될 민간정부가 실질적으로 현재의 군부세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환경이 뚜
렷이 개선되거나 정책적 기조의 본질적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하기란 매우 힘들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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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제조업 참여 비중은 매우 낮은 사실에 비추
어 볼 때 산업화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 흡수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1차 산업의 고용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데 비하여 부가가치비
중은 40%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
다.33) 낮은 산업화 수준은 미얀마 경제에서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
력이 과소고용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간단히 말하면 농업부문에 종사
하고 있는 노동력은 상당 부분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에 머무르
고 있으며, 이들의 낮은 생산성은 농업부문이 산업으로서 여타 부문을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노동력의 경우
일부 소규모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부분 수리업, 거리행상,
소규모 유통업, 브로커 등 낮은 수준의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미얀마의 노동과 관련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하여 G1
국가군 평균과 비교한 [그림 4-3-2]에 잘 요약되어 있다. 미얀마의 노동참가
율과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률을 나타내는 지수는 오히려 이들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 분야에 취업
하고 있는 노동의 비중은 이들 국가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대조적인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4-3-3]은 미얀마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그룹이
라고 할 수 있는 G1 국가군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노동참가율이 G1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15세 이상 취업비
율은 이들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다. 즉, 미얀마는 농업부문
에 과대한 인구가 종사하고 있어 심각한 의사실업과 낮은 생산성이라는 문
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33) 2008년을 기준으로 농업의 고용비중은 62.7%이나 GDP 비중은 약 48% 수준이다. 반면에 광공업의 경
우 고용비중은 12%이나 GDP 비중은 16.1%,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25.1%이나 GDP 비중은 35.4%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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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2. 미얀마의 노동 표준화지수 ❚

미얀마

❚ 그림 4-3-3. 미얀마와 G1의 노동지수 비교 ❚

미얀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얀마의 이러한 고용구조가 향후 산업화가 일정
수준 진전될 경우 제조업 분야의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의 Pool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효과적인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투입되는 노동의 질 역시 매우 중요
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연과 상대적으
로 우수한 노동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얀마의 교
육제도는 오랜 기간의 독재체제 하에서 질적 저하가 심각해졌으며, 다음 세
대의 교육수준이 이전 세대의 교육수준보다 떨어지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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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림 4-3-4]가 보여주듯이 인근 ASEAN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이 현저히 낮아 교육을 위한 제반자원이
열악하며 교사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부패도 심각하
다.34) 또한 중등교육으로 진학률이 G1 및 G2 국가의 80% 수준에 머무르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을 지속하는 비율도 이들 국가에 비하여 60%
를 상회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대학교육도 정부의 감시
와 통제가 매우 심하여 반정부운동의 작은 기미만 보여도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엘리트의 두뇌유출 현상도 매우 높다.35) 결론적으로 미얀마의
풍부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황을 볼 때 노동력이 향후 산업화를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그림 4-3-4. 미얀마와 G1의 교육지수 비교 ❚

[자본축적]
미얀마는 1962년 이전의 민주적 통치하에서도 산업화를 위한 자본형성을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직접투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로 쌀의 수출을 통하
여 벌어들인 외화로 충당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34) 미얀마에서는 입시에 있어서 입학자격이 공공연히 매매되고 있는 실정임.
35)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해외유출 비율은 약 4%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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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의 자본형성 관련 정책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내부지
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수많은 1차 산업 의존 개도국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버마) 역시 안정적인 외환의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본의 축적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이 매우 큰 상태이고 이
에 민간투자법에 입각하여 국내 투자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 ‘외국자본은
100% 외국자본, 외국 및 국내 시민 합작사업 등으로 하고 후자의 경우 외
국자본이 최소 3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 외국자본 100%의 사업 진출은 전례가 거의 없고,
이 경우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36)
❚ 그림 4-3-5. G1 및 주변국과 비교한 미얀마의 고정자본형성 ❚

[그림 4-3-5]은 미얀마의 고정자본형성의 수준을 G1 국가들과 비교한 것이
다. 주지하다시피 개도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은 필수적

36) PROCEDURES RELATING TO THE UNION OF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1988)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NOTIFICATION NO.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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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경우 12% 수준으로서 전 세계국가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37) G1 국가들은 평균 20~3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에 비하여 자본축적을 기준으로 한 미얀마의 산업화역량은 매우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38) 다시 말하면, 미얀마는 현재 식량의 자급을 통한 생존조건의
충족을 목적으로 쌀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
적으로 제조업 생산역량을 갖추기 위한 투자의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 표 4-3-3. 미얀마 주요 부문별 공공투자의 구성 ❚
(단위 : %)
Agriculture
L4estock and
Fjshery
Forestry
Mines
Industry
Energy
Construction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Social Services
Finance
Trade
Defence
Administration
Development
Committees
TOTAL

1980
11.5

1985
11.9

1990
5.4

1995
16.7

1996
11.0

1997
13.2

1998
20.5

1999
14.2

6.9

2.8

1.0

0.2

0.3

0.2

0.2

0.1

3.5
7.4
36.1
5.3
3.6

4.1
1.5
17.7
22.0
6.0

2.9
1.2
4.8
8.0
9.5

1.0
0.4
0.9
3.4
12.1

1.6
0.2
1.7
4.8
11.9

1.4
0.1
2.3
6.7
20.5

1.1
0.1
2.3
4.8
15.7

1.5
0.0
5.7
6.6
20.3

12.6

12.7

12.3

15.4

17.4

16.6

15.4

15.0

2.3
0.5
2.2
4.8
2.0

9.1
0.5
3.6
5.6
1.7

20.3
3.2
2.5
15.6
5.9

10.9
1.5
2.0
31.9
3.5

16.0
0.8
1.4
30.5
2.4

11.4
1.0
1.1
22.6
2.7

6.4
0.6
0.7
29.7
2.6

8.0
1.1
0.8
22.9
3.8

1.3

0.7

7.5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CSO, Statistical Yearbook, 2003; Kudo(2005)에서 재인용.

[표 4-3-3]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의 비중
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농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가 장기적으로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37) 세계 최하위는 약 10% 수준임.
38) 미얀마의 저축률은 보고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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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현실적으로 농업생산의 증대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반
영한다. 농업 이외에도 건설과 교통 및 통신분야의 확충을 위한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방에 대한 투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산업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같
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자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철광석,
구리, 텅스텐, 아연 등의 비철금속과 각종 귀금속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원
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들이 최근 개발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는 삼림
자원도 풍부한데 국토의 43%가 울창한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티크 등의
목재는 여전히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목이다.39) 천연가스 매장량은 2008년
말 기준 17.5조 입방피트에 달하며 미얀마의 최대 외화가득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는 이러한 자원을 가공할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원을 그대로 수출하는 매우 원시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 표 4-3-4. 미얀마의 주요 자원 보유 현황 ❚
구분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니켈
동
아연
우라늄

단위
백만 배럴
조 ft3
십억 톤
십억 톤
백만 톤
백만 톤
백만 톤
-

매장량
3,200
16
0.3
0.2
40
21
14
N/A

비고(세계 비중 등)
0.25%
1.07%
0.38%
니켈광(ore)기준
동광(ore)기준
아연광(ore)기준
부존 확인

자료 : KOTRA(2008c); UN ESCAP(1996).

39) 미얀마의 국토면적이 총 6,770만 헥타르인데 삼림면적이 3,440만 헥타르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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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풍부한 자원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주요 외화가득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
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오히려 이를 독점하고 있다시피한 군부층의 정
치적 이해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미얀마의 정치ㆍ경제적 발전에 장애로 작
용하는 이른바 자원의 저주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천연자원 수출
의 대부분이 국영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장악하고 있는 군
부세력들의 엄청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의 풍부한
자원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역량의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
체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모든 자원은 국가의 소유로 법에 정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과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를 결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군부세력의 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
위는 자연스럽게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미얀마의 삼림지역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무려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삼림제품의 생산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
다.40) 특히, 미얀마는 경제제재하에서 외화가득의 수단으로 천연자원의 수출
에 더욱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다.

2) 세계시장과의 통합
미얀마의 내부지향적 성향이 1962년 군부독재와 함께 거의 폐쇄경제시스템
으로 변화하였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폐쇄경제와 극단적 수입대체적 산업
정책은 농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초래하였으며, 비효율적 국영기업의 비중
을 절대적으로 높였다. 이러한 경제구조가 장기적으로 지탱될 수 없음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의 피폐해진 삶은 결국 대규모의 정치적 봉기로 이

40) 같은 기간에 헥타르당 삼림제품의 생산량이 145입방미터에서 33입방미터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62│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어졌다. 1988년 새로 들어선 군사정부가 이른바 ‘Open Door Policy’라는 이
름으로 대외개방에 나선 것은 상황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외무역을 포함하여 민간기업활동의 허가 및 자유화. 둘째, 국경무역
을 포함한 무역활동의 허가 및 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셋째, 민간은
행 설립의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개혁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
고 외환의 자유화와 국영기업(SOE)의 개혁은 제외되어 있어서 향후 미얀마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41) 전술한 바
와 같이 이러한 개혁조치 이후 등록 수출입 기업들이 1,000여 개에 불과하던
것이 그 이듬해 2,700개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에는 무려 9,000개로 증가하
였다. 1985~2003년 기간 동안 수출은 6.8배, 수입은 5.5배 증가하였다. 흥미
있는 것은 같은 기간에 총 GDP가 1.8배 늘어나는 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무
역의존도(무역/GDP)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무역이 고정된 공식환율에 따라 기록되기 때문인데 이는 무역의존도를
기준으로 미얀마의 대외개방도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해준다.
또한 미얀마의 개방정책은 1990년대 들어 수출의 부진과 수입의 급증으로
외환보유고에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농업에 의존한 산업정책에 한계를 드러
내기도 하였다.42)43) 미얀마의 역진적 대외정책은 국내 산업에 필요한 자본
재의 도입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미얀마는 다시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41) 1988년 이후 미얀마가 추진한 경제개혁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Fujita(2008) 책을 참조.
42) 미얀마의 수출은 1차산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 역시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이 거
의 독점하고 있었음. 또한 1차산품 위주의 수출은 국제시장의 변화에 지나치게 커다란 영향을 받아서
안정적인 수출수입을 확보하기 힘들었음. 수입은 오랜 기간 동안 미얀마 국민들이 소비할 수 없었던
다양한 소비재의 수입과 소비재의 생산을 위한 자본재의 수입이 급증하였음.
43) 예를 들어, 1960년대 한국이 활용하였던 수출입연계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기도 하였으며 사치재의 수
입을 규제하고 일부 품목의 수입에 쿼터를 적용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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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회하게 된다.44)
한편, 미얀마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100%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유화
를 획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얀마의 미약한 자본축
적 수준에 비추어볼 때, 외국인 직접투자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원의 배분과
민간투자의 촉진 등을 통하여 경제전반적 구조개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개발정책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기술 및 자본집
약적 산업의 육성 그리고 고용의 창출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특히, 농산물과 가스를 포함한 광물자원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미얀마로서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전반적인 수출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
을 것이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2000년 중반 이후,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미얀마의 대외무역은 다시 활기
를 되찾고 있는데(표 4-3-5 및 표 4-3-63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구
조의 취약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즉, 수출의 대부분이 천연가스와
삼림제품 그리고 임가공 의류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여전히 민간부문
보다 국영기업의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4-3-5. 미얀마의 대외무역 현황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료: Soe(2008).

수출
1,661.6
2,521.8
2,421.1
2,709.7
2,926.6
3,787.8
4,554.7
1,556.8

수입
2,165.4
2,443.7
2,022.1
1,911.6
1,998.7
1,759.4
2,343.4
774.9

(단위: 백만 달러)
경상수지
-211.7
-153.5
96.6
-19.3
111.5
587.7
802.0
428.6

44) 미얀마의 경상수지 적자 해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가스 수출의 증대에 크게 힘입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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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6.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목 ❚
분야
천연가스
티크 등 삼림재
펄스와 콩
의류 및 섬유
쌀
민간분야
국영분야
합계

2003~04
3,478
2,149
1,731
1,965
130
7,838
6,281
14,119

2004~05
5,812
2,776
1,283
1,238
180
7,228
9,496
16,679

2005~06
6,235
2,750
1,875
1,586
214
9,313
11,333
20,646

2006~07
11,676
2,939
3,497
1,602
18
11,887
18,139
30,026

2007~08*
9,835
2,023
2,443
1,025
31
8,051
15,696
23,746

자료: 위 표와 동일.

특히, 주변 ASEAN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에도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는데 미얀마도 봉제산업이 그 주축을 이루었다.
미얀마가 1988년부터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자 현재와 같은 수출지향형 의
류⋅봉제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미얀마의 임가공 의류수출은 1990년
대 중반부터 본격화하였는데 대부분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합작투자의 형
태를 띄었으며 2003년 미국의 경제제재가 있기 전까지 매우 빠른 속도의 수
출신장을 기록하여 2002년에는 천연가스에 이어 제2의 수출품목의 지위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경제제재 이후 최근까지 침체를 보였던 미얀마의 봉제산
업은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는 미얀마 자체가 갖
고 있는 역량보다 외부여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 내의 생산비 증가로 인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비 이전에 따른 것인데 봉제산업은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 향후 안정적 성
장을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가용
인력이 양곤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고 있는 노
동의 수급문제, 인프라의 부족, 제도 관행적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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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7. 미얀마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2006년 3월 기준) ❚
연도(전해 4월~다음 해 3월)

건수

금액(백만 달러)

1989

18

449.5

1990

22

280.6

730.1

1991

4

5.9

736.0

1993

27

377.2

1216.9

1994

36

1352.3

2569.2

1996

78

2814.3

6051.6

1997

56

1012.9

7064.6

1998

10

54.4

7119.0

2000

28

217.7

7394.8

2001

7

19.0

7413.8

2002

9

87.0

7500.8

2003

8

91.2

7591.9

2004

15

158.3

7750.2
13815.9

2005

5

6065.7

합계

399

13815.9

누계(백만 달러)
449.5

자료: Asia Society(2010).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가장
활발하였으며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즉, 미얀마 정부
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적극적 태도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
투자유치의 근본적 제약으로 작용하였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부문별 투
자를 살펴보면, 정유 및 천연가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봉
제 산업이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의류봉제 산업의 경우, 평균 건당 10
만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
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얀마의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역량의 확보
에 있어서 안정적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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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8. 미얀마의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 현황(2007년 기준) ❚
부분
전력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업
부동산
호텔 및 관광
광산
축산 및 수산
교통 및 통신
산업단지
건설
농업
기타 서비스
합계

건수

금액

2
85
154
19
43
58
25
16
3
2
4
6

6,311.0
3,242.5
1,629.1
1,056.5
1,034.6
534.9
324.4
313.3
193.1
37.8
34.4
23.7

417

14,736,3

비중
42.9
21.3
11.1
7.2
7.0
3.6
2.2
2.1
1.3
0.3
0.2
0.2

자료: Asia Society(2010).

[그림 4-3-6]은 미얀마의 대외개방지표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표
상으로 볼 때, 이들 국가와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얀마의 문제점은 무역과 직접투자에 있어서 자원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수출에 의한 외화가득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생산역량의 확충으
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4-3-6. 미얀마의 대외개방 표준화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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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경제체제
미얀마가 사회주의적ㆍ내부지향적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와 대외지향적인
정책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질서 하에서 성장을 모
색하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미얀마 경제는 비공식(Informal)과 공식(Formal) 경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소규모 농업, 자급생산, 기초적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농촌경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가족단위의 경제가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경제단위이며, 압도적인 비중의 생산활동이 전통적 생산방식에 기
초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70% 이상의 국민이 식량생산활동으로부터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에 공식적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영기업으로써 각종 광물자원, 에너지 등의 생산과 유통을 군부가 지
배하고 있는 지도층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 및 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개방 이후 수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화가득의 원
천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분야도 군부지도층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다. 따라
서 미얀마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이다.
1995년을 기준으로 볼 때, 51개의 공기업 산하에 약 1,800여 개의 사업
체가 가동 중이었는데 이들의 경제규모는 GDP의 22%, 산업 규모의 50%,
수출의 50%, 수입의 40% 조세의 40%를 차지(IMF 1995, p. 10)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력,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
제조업체도 국영기업으로 공업1부는 의류ㆍ식품을 포함한 각종 소비재를 만
드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공업2부는 농기계ㆍ타이어 등 산업재 제조업체
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인 지배권은 여전히 현 지도층과 연관되어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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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업 288개 중에서 254개가 민영화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 미얀마의 이
러한 정책방향은 국영기업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폐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수십년 동안 국영기업에 대한 신규 설
비투자는 물론, 보수유지 노력조차 극히 부진하여 생산성이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5)
❚ 표 4-3-9. 미얀마의 민간기업등록 수 및 증가율 ❚
연도

등록 수

증가율(%)

1992

25,081

5.2

1996

35,348

6.2

1998

35,915

0.4

2000

37,649

4.1

2002

39,604

3.5

2003

42,429

7.1

2004

43,435

2.4

자료: Khine(2008).

최근에 진행된 국영기업의 민영화 역시 크게 봐서는 현 군부를 중심으로
한 지도층의 소유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라고 하기 힘들
다. 특히, 2010년 11월에 시행된 총선과 관련하여 군부가 대거 민간의 신분
으로 전환하여 출마하였는데 민영화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이권을 확보
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형식적 변화는 미얀마 경제에 있어서 중대한 계기
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즉, 지금까지 미얀마 경제는 헌법과 의회마
저 존재하지 않는 군부독재하에서 정경합일의 권력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영화는 비록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45) KOTRA 국가별동향(201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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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가 가능한 첫걸음을 내디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장경제의 관점에
서 볼 때, 미얀마 경제의 주요 산업 및 기업이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민간의
소유라는 형식적 외양을 갖추는 것이 향후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토대
인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효
율적인 금융시스템의 확보 및 기업환경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얀
마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4대 국책은행과 15개 민간은행 및
소수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46) 미얀마 중앙은행은 1947년부
터 Myanmar Foreign Trade Bank(MFTB),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MICB)과 Myanmar Economic Bank(MEB) 등 3개 정
부은행에만 외환취급 허가를 주었으며, 1992~97년까지 20개 은행 설립허가
를 승인한 바 있다. 2010년 7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4개 민간은행의 추가설
립 허가를 발표하였다.
❚ 그림 4-3-7. 미얀마의 금융시장개발수준 표준화지수 ❚

미얀마의 금융기관은 국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중개기능을 갖

46) 최근에 추가 허용된 민간은행의 설립은 포함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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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그림 4-3-7]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투자
재원 마련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에 있어서 미얀마는 아예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기업분야에 대한 국내여신의 제공 정도는 총 GDP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에 근소히 앞서는 수준이며 베트
남(95%)에는 크게 뒤처지는 것이다. 특히, 미얀마와 같은 체제전환과정의 저
개발국이 산업화와 고용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시 되
는데 미얀마의 경우 이들 중소기업이 민간분야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이
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여 자원
의 배분이 주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가 원칙이며 그나마 높은 이자와 단기대
출이 대부분이다.47) 따라서 미얀마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사업당사자 간의
신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
업에 대한 높은 위험도 인식에 기인하지만, 금융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대출
기법이 초보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은행의 증가로 인하여
미얀마의 저축이 최근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중
개능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나. 사회 개발역량
1) 거버넌스
미얀마는 오랜 기간 동안 독재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 지내왔으며 권위적
인 통치구조는 국가와 민간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사회로 만들었다. 2010
년 11월 많은 논란 속에 이루어진 총선은 비로소 향후 헌법을 제정하고 의

47) 담보대출은 담보가치의 30~40%에 불과하며 대출과정도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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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설립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식적인 민주
적 법과 정치제도의 관점에서 현재 미얀마의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작업 자
체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각종 국제기구의 평가를 일별하기만 해도 미
얀마의 상황은 금방 드러난다. 즉, 전반적 자유도를 평가할 때 정치적 자유
와 시민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Not Free)이며 언론의 자유도 최악의
수준이다.48) 이와 함께 부패지수도 매우 높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미얀마는
그야말로 부패가 고질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07년에 발표한 미얀마의 투명성 지수에 따르면 미얀
마는 179위로서 세계 최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에 대한 조
사가 지속된 이래 조금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서도 미얀마에서는 부패가 거의 통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그림 4-3-8]에서 알 수 있듯이 거버넌스와 관련한 거의 모든 항목, 즉
정부효율성, 법치, 부패통제 언론 및 책임도(Voice and Accountability)에서
인근의 비교대상 국가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모든
단계의 정부기관에서 부패 또는 지대추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상은 미얀마의 법제도 및 절차의 미비 및 불투명성, 극도로 낮은 공무원의
봉급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수출입 관련제도,
외환관리제도 등도 군부에 의하여 사전예고 없이 즉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부를 중심으로 한 지도층은 국영기업이나 군부의 통제 하에 있
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규정의 변경 시에도 문의에 대하여 문서를 통하기보
다는 ‘구두’에 의한 응답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 제도적 안정성

48) 100을 완전히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규정한다면 미얀마는 96으로 평가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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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패의 성행은 오히려 자연스
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얀마는 최근 헌법을 세우고 의회를 구성하
기 위한 총선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치질서의 변화는 현재로서는 형식적
변화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군부실세들이 민간정치인으로 변화하였을 뿐
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얀마의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는 장기적으로 정경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효율성과 부패의 감소
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선거는
향후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
구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킬 기본적 토대를 갖추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 장치마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상당폭 정경합일의 군부독재
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49)
❚ 그림 4-3-8. 미얀마의 거버넌스 표준화지수 ❚

49) 부패방지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은 특별수사청(Bureau of Special Investigation)과 국가정보청
(National Intelligence Bureau)이나, 이들 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부패혐의로 숙청된 고위간부들은 그 원인
이 부패에 있다기보다는 군부 내 권력투쟁의 결과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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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저개발국에 있어서 교육문제는, 교육 그 자체로 개인에 대한 중요성은 말
할 것도 없으며 경제 전체로 볼 때에도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장기투자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전반적 교육수준의 향상은
생산성 증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기를 질적으로 증
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 교육수준의 향상은 긍정
적 외부효과, 즉 사회의 민주화, 효과적 여론통합, 법제도적 장치의 질적 개
선 등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들은 대부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저하되고 다시 이는 경제사회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미얀마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는 일반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변 국가와의 상대적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미얀마의 중등교육 진학률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으며 교사임용 숫자도 1990
년대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50) 이는 향후 노동의 핵심적 연령을 담당할 연
령층의 교육수준이 과거보다 후퇴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 고등교육의 과정은 미얀
마의 개방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직업교육은 미얀마 산업의 변
화과정에 걸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미얀마의 정
국은 반정부시위,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
구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대학을 통하여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휴교는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에 수
료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미얀마의 교육재정

50) 초등학교 등록 학생수는 1993~94년의 5백89만명에서 1996~97년에는 5백14만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초등학교 교사수도 1993~94년의 156,629명에서 1996~97년에는 154,062명으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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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은 주변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황인데 교육재정의 대 GDP 비율은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빈약한 교육투자재원으로 인하
여 교사처우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교육시설의 개선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얀마는 불교적 문화 속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위
가 높았으나 오늘날에는 극도로 낮은 대우와 사회적 평판으로 인하여 교사
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등교육과정에의 진학률이나 교육의
질, 그리고 탈락률의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얀마의 이러한 상황은 [그림 4-3-9]의 주요 교육 관련지수의 상대적 수
준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미얀마의 교육재정지출은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
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저개발국인 캄보디아와 비교해서도 현저하
게 낮은 수준이다. 캄보디아가 G1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에 있음을 비교할
때 미얀마의 교육재정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G1
국가를 100으로 두고 비교한 [그림 4-3-9]을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개방
정책을 실시한 베트남이 오히려 G1 국가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재정이 사회경제개발의 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중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률 자체는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에도 커다
란 손색이 없는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높은 탈락률로 인하여 중등
교육 과정에 머무르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하위 4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G1 국가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미얀마의 교육 관련 지
표는 장래 경제 및 사회개발과정에서 노동의 질과 경제적 상승에 대한 보편
적 욕구의 부족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51)

51) 한편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천연가스 등 일부 분야의 수출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
됨으로써 인구의 70%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동
시에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투자도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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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9. 미얀마의 교육 표준화지수 및 G1과의 비교 ❚

3) 빈곤해결과 사회통합
저개발국가는 그 정의상 사회통합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회
통합정책을 저개발국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다. 미얀마의 경우에도 사회안전망 정책과 더불어 미얀마의 특성을 감안한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얀마의 경우, 인구의 1/3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하루 1~3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37%만이 권고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있으며 56%만 권장 단백질량을 섭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빈곤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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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얀마 경제의 개발수준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미얀
마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생존농업
(subsistence agriculture)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얀마 대부분의 가
구가 일정한 생활수준의 확보나 비농업소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
고 있다. 대체로 2/3에 해당하는 농업인구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
소한의 면적인 3에이커의 농지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5% 미만의 농민
만이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종자
나 비료 그리고 농역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겸업의 기회도 거의 없다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업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경작지의 확대에도 불구하
고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여 빈곤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
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얀마의 빈곤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농촌인구의 조정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의사실업을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구조적인 차별 또는 착취에 의하여 극빈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동노동이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아동이 가족농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구조적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52) 도시지역에서도 아동들이 가사노동이나 건설, 채광, 매춘 등에 반강
제적으로 극심하게 낮은 임금에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정부
활동 및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의 이유로 강제이주 당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국경지역의 미개발지역으로 이주하는 까닭에 역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의 사회보장정책은 주로 공식경제(formal economy)에 종사하고 있

52) 농촌지역의 아동들은 대부분 어른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의 커리큘럼은 도시지
역과 동일함. 따라서 물리적으로 아동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농촌지역의 상황
을 감안한 탄력적 커리큘럼의 모색이 요구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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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자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체계로 한정되어 있다.53) 이 밖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
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얀마는 전통적 개념의
사회보장정책을 거론하기에 시기상조로 볼 수 있다.54) 보다 실질적인 정책
으로는 주로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주민에
대한 대책을 들 수 있다. 미얀마에는 국경지역개발계획, 농촌통합개발계획,
24개의 특별개발지역 등의 정책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전반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아니라 특수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시
행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미얀마에서 양성평등 문제는 인도적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남자보다 과중한 노동의 부
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지역의 여성보다 평균수명이 2년이나 떨어진다
는 사실에서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미얀마의 여성들은 불법낙태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데 이는 종교적ㆍ언어적 제약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또한 소수
인종간 분쟁에 따라 비정상적인 성비가 형성됨에 따라 여성들은 과중한 노
동 및 가족의 생계유지 부담을 갖는다. 또한 미얀마가 처해 있는 인종 간의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폭력과 강제노동 그리고 성적
학대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미얀마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여성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55) 미얀마가 비록 남녀평등을 제
도화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특히 고
등교육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53) 사회보험의 대상자들은 일부 산업종사자로서 그 수는 약 50만 명 수준이며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54) 2009~10년 기간 동안에 지출된 사회복지예산은 약 3억 7,000만 달러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재
원의 상당 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것임.
5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순결의식으로 인하여 성적 학대에 대한 법적 구조를
꺼리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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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계층 중에서는 여성의 문맹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사실과 교육받은 계층 중에서도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
가 매우 적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하
는 것이다. 미얀마의 양성평등 문제는 [그림 4-3-10]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비교대상 국가보다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있
는데 남성과의 임금차별 문제는 이들 국가보다 매우 심각하다.
❚ 그림 4-3-10. 미얀마의 양성평등 표준화지수 및 G1과의 비교 ❚

미얀마

미얀마

4) 보건
미얀마의 보건은 사회개발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염병의 확산인데 최근 보균자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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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태국이나 캄보디아와는 달리 미얀마에는 약 60만 명의 인구가 HIV
보균자로 추산되고 있으며 아직도 증가추세에 있다. 말라리아와 결핵의 감염
자와 사망자 수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결핵감염자의 진단 후 발견비율도
2005년 55%에서 2008년 6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의 사망
률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0.7~1.0%가량의 유
❚ 그림 4-3-11. 미얀마의 평균수명 추이 ❚

자료: www.whomyanmar.org, ｢Health in Myanmar 2010｣

❚ 그림 4-3-12. 미얀마의 유아사망률 추이(1,000명당 사망자수) ❚

자료: www.whomyanmar.org, ｢Health in Myanma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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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망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간 약 13만 명의 유아가 사
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5세 이하의 사망률은 무려 천 명당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얀마의 보건체계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 또
는 공사형(Cooperative) 병원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민간병원은 보다 높은
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간병원은 최근 들어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중보건 체계는 심각한 공급부족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데 전 인구의 64%만이 공중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약 2만 명당 한 개의 보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구
의 70%만이 소독된 상수도의 공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보건현황은 국민의
열악한 보건관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출산시 사망률이 10만 명당 257명으로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무려 58명으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보건 관련 재정지출은
1%에 불과하며 그 비율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평
균 기대수명은 현재 64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 그림 4-3-13. 미얀마의 보건 표준화지수 ❚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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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3]은 미얀마의 보건과 관련한 현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교 대상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정지출에서 보건 관련 지출이 갖는 비중은 너무나
작으며 식수보급률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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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본 연구의 출발은 개도국들이 원활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서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 역량은 다시 수많
은 변수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
다. 제4장에서 수행한 분석에 의하면 ASEAN 후발 3개국의 경우 각국의 발
전단계와 제반여건상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사회경제 개발 관련 기
초여건에 있어서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그림 5-1 참
고). 본 연구의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ASEAN 후발 3개국은 우리나라
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나가야 할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들로서 이들 국가의 순조로운 경제․사회적 발전은 이들 국가들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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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ASEAN 후발 3개국과 G1간 사회경제개발 지수의 비교 ❚

[베트남]
표준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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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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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표준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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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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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G1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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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 분석결과는 그 자체로서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관련 여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구축, 시장경제제도 확립, 기술협력, 보건 그리고 교육을
향후 협력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ASEAN 후발 3개국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능
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산업화역량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역량을 결정하는 데 부존자원, 정책역량, 인프라
구축,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세계경제에의 통합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작용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수원국의 높은 수요가 존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분
야는 인프라구축, 시장경제제도 그리고 기술협력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인프
라의 구축은 저개발국의 생산역량을 가장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한국은 이
미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ASEAN
후발 3개국에 대해서는 국가의 산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를 선정 및
지원함으로써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편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체제전환국가들이 단시일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지나치게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환경, 금융시장, 무역제도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을 보다 직
접적으로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ASEAN 후발 3개
국은 기술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R&D 투자도 미흡하여 지속적 성
장을 위한 생산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술협력은 일반산
업현장, 농수산업 그리고 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요가 있으며
단기간에 협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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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SEAN 후발 3개국의 낮은 사회경제개발 수준은 국민 대다수를 열
악한 생존환경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교육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다르면 이들 국가는 보건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국민들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교육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3개국은 인근의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HIV, 결핵, 이질 등의 전염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유아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다. 현재에도 보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상당수 시행
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구상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문
제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는 중등교육 탈락률이 높을 뿐
만 아니라 미얀마와 같은 국가는 교육의 질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한국은 현재 직업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확대할 여지가 있다.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도로ㆍ전력ㆍ통신 등 인프라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위한 핵심 토대를
구성한다. 농업부문에서 ASEAN 후발 3개국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점은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도
로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운송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제조업부문에서도 도로인프라의 확충은 생산 및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산
업생산의 안정성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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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전력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사회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도로ㆍ통신ㆍ
전력 등의 인프라가 도시지역에 중점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가 심화되어 사회통합 및 지역 간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국내 민간부
문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지출만으로는
인프라 투자재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해외원
조와 FDI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ASEAN 후발 3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정부
의 인프라 투자재원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인프라 투자재원이
매우 부족한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인프라 재원조달 및 지출 전
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프라의 종류, 대상지역, 소요비용 등을 감
안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
초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된 인프라와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지닌 인프라
로 구분하여 투자주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ㆍ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초 인프라는 정부재원 및 ODA를 통해 구축하고, 도시밀집지역ㆍ공장지역
등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은 국내 민간부문 또
는 FDI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인프라의 재원조달,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
은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전략은 각국의 고유한 지
리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략수립과 이행을 위한 인적․
제도적 능력확보의 필요성은 모든 나라에 공히 적용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민자유치
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관련 제도와 기법에 대한 지식도 축적해 왔
다. 이러한 경험 및 지식은 ASEAN 후발 3개국의 민자 인프라를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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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건설 및 운영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민간자본이 ASEAN 후발 3개국의 민자 인프라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캄보디아나 미얀마에 비해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전력수급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수급은 산업생산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전력조달을 위한 발전소 및 송배전 시스템의 확대가 요구된
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베트남의 지형적 특성과 자금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전체적인 중장기 전
력수급계획의 수립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력보급을 확대해 나가되 부족한 자
금을 해결하기 위해 외자유치와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사용자는 전세계적으로도 중간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G1국가와 비교
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가 IT산업육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IT인프라가 대도시 중심으로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IT인력도 개도국 수준에
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
이다. 반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은 G1 국가에 비해 아직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을 잇는 도로
및 철도건설은 베트남 경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더디다. 주요 간선도로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도로확충이 미비한 점은
전반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류합리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농업뿐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도 힘들기 때
문에 종합적인 도로건설계획 하에 체계적인 건설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건설
업계의 해외진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분야 협력에 강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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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OICA에서 1999~2002년 사이에 시행한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 등도 좋은 예가 된다.

2)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우 도로ㆍ통신ㆍ전력 등 인프라 전반에 걸쳐 상당히 취약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히 전력인프라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캄보디아기업들은 단전으로 상당한 매출액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자가발전설비를 사용함에 따라 전력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현
재 캄보디아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캄보디아가 사회
경제개발을 지속하게 되면 산업 및 가계의 에너지수요가 확대될 것이므로
그에 대비하여 전력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력인프라에 투입할 재원이 충분치 않으며, 민간부문의 투자여력 또
한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인프라에 대한 ODA에서 전력인
프라에 대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BOT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였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경험은 캄보디아의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보건
영양실조율, 유아사망률, 식수보급률, GDP 대비 보건비 비중 등 보건과
관련된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보건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ASEAN 후발 3개국 모두 세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전반적인 보건수준은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UN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빈곤퇴치를 포함한 보건수준의 향상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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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 대한 지원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ASEAN 후발 3개국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지원한
사업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병원을 건립해주는 사업이었고, 극소수의 의료인
력을 파견 또는 연수시키는 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실적이 없고, 캄보디아의 경우도 2건의 병원설립과
극소수의 의료진 파견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병원건립을
지원한 사례가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병원건립의 경우 상당히 효과적인 지원사업임은 분명하나 1회성으로 그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기술의 전수와 의약품 지원 등 지속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시적인 성과 측면에서 병원건립이 보편적인 보건의료
지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의료보장시스템의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
결을 위한 역량배양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건비지출 비중이 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속도가 더딘 이유가 절대빈곤
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므로 이 분야는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지원은 포다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지원국, 국제기구와의 사전적 조율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이 병원건립으로 한정되고 있는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원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집행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원국에서도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병원건립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원국의 역량평가에서 나타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식수보급
률과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정책자문도 유용한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1) 베트남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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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상
태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보건비 비중이 전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중간수준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량
을 자급하고 있어서 영양실조율 등은 개도국 가운데는 낮은 편에 속하고, 질
병 발병율도 높은 편은 아니다. 국토의 특성상 식수보급에도 큰 문제는 없지
만,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경우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사망율이 G1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
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혁은 사실상 요원한 상태이므로 베트남에 대한
보건분야 원조는 병원건축과 의료인력 훈련 및 파견과 같은 사업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향후 보건과 관련된 원조사업은 실질적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그룹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미얀마
미얀마의 가장 큰 보건문제는 HIV, 말라리아 그리고 결핵 등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얀마의 평균수명 연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영아사망률을 높이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얀마
의 보건체계가 공공서비스를 주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질적 수준도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현재 미얀
마의 보건 관련 재정지출이 1%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
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전망도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은 한
국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현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한국은 1960~70년대에 공중보건을 통하여 결핵 등 전염병을 효과
적으로 통제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이 미얀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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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약품의 단순제공 및 의사의 파견 그리고 연수생 초청 등과 같은 단기
적이고 단발성의 협력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한국의 공중보건 제도 및 경험
을 전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교육
교육분야에 있어서 ASEAN 후발 3개국이 갖고 있는 공통적 문제점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등교육은 해당 연령층에 대하여 보편적
으로 잘 실시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문맹률은 매우 낮으며 중등교육기관으
로의 진학률도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나 중등교육 대
상자들의 탈락률이 비교적 높아 계속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
점이다. 또한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사의 재교육 및 처우
가 낮아져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
부의 교육지출을 증대시켜야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교사의 재교육을 지원하
는 것은 협력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ASEAN 국가들은 농업의 비중이 높고 농촌거주 인구의 비율이 높
은데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농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기회가 낮
은 경향이 있으며, 변방에 위치한 소수 민족의 경우 그 경향이 더 심하다.
향후 ASEAN 후발 3개국에 대한 교육분야 협력사업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소
외되기 쉬운 농촌지역 및 소수 민족의 교육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들이 농업생산에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교
육과정을 시행함으로써 보통교육에서 조차 소외되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실질적인 협력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교육은 직접적으로 이들 국가가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의 양성에 대한 수요가 매
우 높은 것이 공통된 현실이다. 한국은 현재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실질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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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호응도 매우 높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분야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 매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할 분야이다.

1) 베트남
베트남의 교육수준은 G1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비
교하면 아직 중간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베트남 국민의 교육열이 높고 공공교육
비 지출수준도 G1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인적자원 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
KOICA에서 1994년 이래 하노이/퀴논 직업훈련원 지원, 산업기술학교 교
육역량 강화 등의 원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원방향은 올바
르게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학교지원사업이 컴퓨터 지급, 건물 신
축 등 가시적인데 치중되다 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베트남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
다. 전반적인 의무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시 재교육을 시켜야하
는 부담이 고용자 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학연계된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지원한 직업학교의 경우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
된 상태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 유학을 오는 베트남 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차
세대 리더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원조의 경우 장학생을 확대하는 것
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2)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우 기초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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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남녀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고등교육기관 등
록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숙련노동 및 전문인력의 양성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산업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숙련노동에 대한 수
요가 증가될 것이며 숙련노동의 공급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
아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교육에 대한 투자
가 노동력의 질 개선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제개
발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지출에 있어 교육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
이다. 한국은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중등교육기관, 사내교육 등을 통해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숙련노동을 양성하였던 다양한 제도와 경험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숙련
노동 및 전문인력 양성경험을 캄보디아의 교육환경에 적합하도록 현지화하여
적용한다면 캄보디아의 교육수준 개선 및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미얀마
미얀마는 현재 세대의 교육수준이 과거 세대의 교육수준 보다 떨어질 것
으로 전망될 정도로 교육분야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은 빈약한 교육투자 재원, 교사처우의 악화, 교육시설의 개선 부진 등의 문
제로 인해 향후에도 전망이 밝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는 점에서 국가 간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은 부분
적으로나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모범적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미얀마 교육의 전반적 질적수준이 악화되는 현황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개선과 확대를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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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학사업, 중ㆍ고등 교육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적인 한-미얀마 유대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라. 시장경제제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3국은 비록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더
불어 경제성장을 위한 체제개혁과 시장경제제도 도입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경제제도는 원만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법이나 제도적 측
면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고 이의 개
선도 그다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법·제도의 확립은 외국인 투자의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며 궁극적
으로는 경제발전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한국의 법이나 제도가 선진국 수
준의 시장경제제도를 보장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분석대상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극복한 상
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각종 법 및 제도의
도입을 그 필요성과 함께 이들 국가에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의 대외원조
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국가에서의 공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경제발
전 계획상에서 이들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은 비효율적이라는
공기업의 본질적 특성상 향후 이들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부족한 외자를 공기업과 재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당분간은 급진적
인 공기업의 개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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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공기업의 선정 등
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의 역할은 시장경제제도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이다. 한국은 개발단계에서 관치금융을 활용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하였고 이
러한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앞 장에서의 분
석에 의하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3국은 투자재원의 조달이나 대출 측
면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의 경험전수는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지원,
재원조달 방안 및 대출기준 선정, 외자도입에 관한 기법 등에 있어서의 한국
의 경험은 이들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3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3국 공히 수출확대를 통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
근의 무역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이들 국가의 수출은 증대하고 있고 수출을
위한 원자재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도 이들 국가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무역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IT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자수출입 신고제도 등의 도입과 운용에 관한
경험은 이미 많은 개도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도 이들 3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장경제제도의 미비는 이들 3국의 경제발전에 많
은 장애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도층
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 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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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에 따르는 기득권의 손실에 대한 우
려로 인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추진하지 않
으려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먼저 시행되어야만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1)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제관련 법․제도가 정착된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로서 기업의 영업환경을 보면 기업등록, 재산권 보호, 투자자 보호, 계약이행
등 모든 측면에서 주변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특히 기업의 등록
과 청산에 있어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 기업의 등록 및 청산 절차가 원활하
게 작동하지 않으면 비공식 경제부문이 확대되어 정부의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
을 여러 차례 추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캄보디아의 현재
경제개발 단계 및 여건에 맞게 현지화된다면, 캄보디아의 기업 등록 및 청산
제도를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가 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무역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4~05년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이 캄보디아에서 시행하였던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
사업”은 의미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수
출입 여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주요 ASEAN 국가들에 비해 수출입 운송비
용이나 소요기간보다는 수출입 문서요구량에 따른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향후 무역능력 배양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수출입 문서요구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같이 지원 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요 ASEAN 국가들과 견주어 볼 때 캄보디아의 금융시장은 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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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 및 담보자산 제공능력의 부족으로 대
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농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하지 못하
고 있다. 2009년 캄보디아에 대한 KSP 집중지원사업으로 시행된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개발”은 위와 같은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중소기업
부문과 농업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문에 적합
한 재원조달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업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얀마
미얀마가 사회주의적ㆍ내부지향적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와 대외지향적인
정책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공식적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개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개발협력의 대상으로서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분야인 것도 사
실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의 확보 및 기업환경의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얀마와 같은 체제전환과정의 저개발국이 산업화와 고용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는데 미얀마의 경우
이들 중소기업이 민간분야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
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한국이 미얀마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공무원을 초청하
여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아세
안 FTA 금융투자 협상능력배양, 재정운영,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의 분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이 장기적으로
미얀마의 시장경제제도 확립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과 함께 금융서비스 공급,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한국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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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 초기에 도입한 다양한 제도를 미얀마의 현지사정에 적합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얀마 정부가 국영기
업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은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마. 기술협력
ASEAN 후발 3개국의 기술역량은 기술 습득, 개발, 활용 등 모든 측면에
서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자연자원을 별다른 가공없이 그대로 수출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생산 및 가공기술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매우 낮다. 제조업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단순 가공 또는 조립 생산에 머물고
있다.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성장과정을 거친 국가들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증가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성장수준을 넘어서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증가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며, 결국 기술개발․활용능력
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두된다. 문제는 기술개발․활용능력이
단기간에 배양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ASEAN 후발 3개국은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
하다. 이 국가들이 기술역량을 확충해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술도입
을 촉진하고 선진 기술을 흡수․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흡수능력을 토대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ASEAN 후발 3개국이 단기적으로 단순기술을 넘어선 중급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의 FDI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를 비롯하여 기업환경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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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지만, FDI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숙련노동력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숙련노동력 확충은 기술흡수능
력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기술개발능력의 확보를 위한 토대가 될 것
이다. 한국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숙련노동력의 배양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중고등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사내 교육 등 여러 방식을 통
해 숙련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였으며, 노동인력이 숙련기술을 습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의 숙련노동
력 양성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경험은 ASEAN 후발 3개국에 적합하도록 변
형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ASEAN 후발 3개국의 공통적인 과제인 농업생산성의 제고
를 위하여 ODA를 통한 농업부문 기술협력도 효과적인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농작물 경작기술, 가공기술 등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은 비교적 짧은 기
간내에 이들 국가의 농산물 생산량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낳으므로 정부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
다. 한국은 고급 과학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해 산학연 협력시스템,
국내 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제도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험
은 ASEAN 후발 3개국이 기술개발능력의 배양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
련하고 이행방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캄보디아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ASEAN 후발 3개국은 공통적으로 농업생산에
있어 농업인프라의 미비, 농업장비와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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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05~05년 캄보디아에서 “농촌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향후 이들 국가에 대한 농촌지원사업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기술, 장비, 인프
라 등으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하여 연속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작물 경작기술, 가공기술 등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은 비
교적 단기간에 농업생산성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 기술
협력은 한국의 경험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서 이들 국가에 대한
농촌개발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얀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얀마 인구의 1/3이 빈곤층으로 분류될 정도로
빈곤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부분 생존농업(subsistence agriculture)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의 토지면적도 영세하며 기계화나 작물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
이 취약함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미얀마에 농업관개기술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일부 지
역에 대한 농촌개발사업을 프로젝트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품종개량, 방역기술 등에 대해
서는 충분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수생 초청을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얀마에 대한 기술협력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품종개량, 방역 등을 위주로 해야 하며 농촌진흥청과 같은 전
문기관의 현지 파견을 통하여 직접적 기술이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5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

참고문헌

●●

국문자료

박광섭. 2008. ｢아세안과 동남아 국가연구｣. 대경출판사.
안응호. 2005. ｢베트남의 2001-2005년 경제개발계획 추진성과와 과제｣. 뺷수은 해외경
제뺸, 7.
외교통상부. 2008. 뺷무상원조 중점협력국 국가별지원전략뺸.
정재완. 1997. 뺷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및 ODA 추진방향뺸, KIEP, Policy Analysis
97-03.
정재완ㆍ김종상. 뺷미얀마의 주요 산업뺸.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정우진. 2010. 뺷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
그램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09. 뺷1992-2008 국제협력단 프로젝트사업 현황뺸.

●●

영문자료

ADB. 2009a. “Cambodia: Growth and Sector Reform”
______. 2009b. “Sector Assistance Program Evaluation for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in Cambodia.”
______. 2009c. “Asian Development Bank and Myanmar: Fact Sheet.”
Asia Society Task Force Report. 2010. 2010 Current Realities and Future
Possibilities in Burma/Myanmar. Options For U.S. Policy.
Cook, Paul and Minogue, Martin. 1992. “The Limits on Effective Transition from

206│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Centrally-Planned to Market-Oriented Economies: Experiences from Asia.”
As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4 No.2 186-203.
EC. 2007. “The EC-Burma(Myanmar) Strategy Paper(2007-2013).”
Koichi, Fujita. 2006. “Agricultural Policies and Development of Myanmar's Agricultural
Sector: An Overview.”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63. JETRO.
Hausmann, R., Klinger, B. 2007.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Space and the
Evolu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CID Working Paper No 162. (April)
Hausmann, R. and Klinger, B., Wagner, R. 2008. “Doing Growth Diagnostics in
Practice: A 'Mindbook.” CID Working Paper, No 177. (September)
Hausmann, R. and Rodrik, D., Velasco, A. 2005. “Growth Diagnostics.”
Lin, J. Y. 2008.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ition: Thought, Strategy.
Ear, S. 2009. “Sowing and Sewing Growth: The Political Economy of Rice and
Garments in Cambodia.”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 384. (April)
Ear, S.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Cambodia’s Growth.” In Hughes, C. and
Un, K. ed. Reform and Transformation in Cambodia. NIAS Press.
Forthcoming.
IFC. 2007a. “The Provincial Business Environment Scorecard in Cambodia - a
Measure of Economic Governance and Regulatory Policy.” Technical
Report. (March)
______. 2007b. “Cambodia Garment Industry Training Strategy.” Draft. (July)
JDI. 2007a. “Value Chain Analysis of Cambodia’s Food Packaging Sector: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Prepared for the World Bank. (December)
______. 2007b. “Benchmarking Selected Variables from the 2003 Value Chain
Report: Has the Enabling Environment Improved in Cambodia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trategic Sectors?” Prepared for the
World Bank. (December)

207

참고문헌 │

Thandar, Khine. 2008. “Foreign Direct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Myanmar and
ASEAN.” I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149.
JETRO.
Okamoto, Ikuko. 2009. “Issues Affecting the Movement of Rular Labour in
Myanmar Rakhine Case Study.”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206. JETRO.
Im, T., Dabadie, M., Sokha, N. 2007. “Dollarization in Cambodia.” National Bank
of Cambodia.
JDI. 2007. “Benchmarking Selected Variables from the 2003 Value Chain Report:
Has the Enabling Environment Improved in Cambodia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trategic Sectors?” Prepared for the World Bank.
(December)
Kudo, Toshihiro; Mieno, Fumiharu. 1992. “Foreign Investment and Myanmar's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n Open Economy.”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JETRO L.14 NO. 2: 186-203.
______. 2005. “Stunted and Distorted Industrialization in Myanmar.” Discussion
Paper 38.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JETRO.
Kyaw, Aung. 2008. “Financing Samll and Medium Enterprises in Myanmar.” IDE
Discussion Paper, No. 148 JETRO.
Levesque, Julien. 2008. “Lords of Jade, Mismanaging Myanmar's Natural Resources.”
IPCS Issue Brief No. 60. Institute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 2006. The Five 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06-2010.
______. 2010. The Five year Socio- 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15.
NIS. 2005. Cambodia Inter-Censal Population Survey 2005: Demographic
Estimates and Revised Population Projections.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RGC. 2006.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6-2010(NSDP). Phnom

208│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Penh.
______. 2007. Diagnostic for Trade Integration Strategy.
Rodrik, D. 2008. “Normalizing Industrial Policy.”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s 3.
Soe, Myint. 2007. “Review on Myanmar Garment Industry.” Regional Policy
Dialogue on Restrictive Policies and Measures in Textile and Clothing
Trade, 9-10 (April)
Soe, Tin. 2008. “Policy Dilemmas and Economic Development: A Case Study of
Myanmar Economy in Trans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Vol. 15, No. 3.
______. 2008. “Myanmar in Economic Transition: Constraints and Related Issues
Affecting the Agriculture Sector.” Asian Journal of Agriculture and
Development, Vol. 1, No. 2.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9. “Overview of Corruption in Burma (Myanmar).”
Anti-Corruption Resource Center.
Trunell, Sean. 2008. “Burma's Economy 2008: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for
Reform.” Working Paper. Macquarie University.
USAID. 2005. “Competitiveness of Cambodia’s Garment Industry.” Prepared by
Nathan Inc.
______. 2007a. “Factory-Level Value Chain Analysis of Cambodia’s Apparel
Industry.” prepared by Nathan Associates Inc. and Werner International,
September.
______. 2007b. “Southeast Asia Commercial Law and Institutional Reform and
Trade Diagnostics - Cambodia.” Final Report.
Vietnam Economic Times 198. Issue 198, August 2010.
World Bank. 2004. World Development Report 2005: A Better Investment Climate
for Everyone.
______. 2005.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Equity and Development.

209

참고문헌 │

______. 2007a. “Sharing Growth: Equity and Development in Cambodia.” World
Bank Report.
______. 2007b.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Agriculture for Development.
______. 2008a. “Cambodia: Towards an Agrarian Structure in Support of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______. 2008b. “A Better Investment Climate to Sustain Growth in Cambodia: Second
Investment Climate Assessment.” World Bank/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Report.
______. 2008c. World Development Report 2009: Reshaping Economic Geography.
______. 2009a. “Taking Stock: An Update on Vietnam's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Paper presented for the Annual Consultative Group Meeting
for Vietnam.
______. 2009b. Doing Business Report 2010.
______. 2009c. “Sustaining Rapid Growth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Cambodia
Country Economic Memorandum.
______. 2009d. “Poverty Profile and Trend in Cambodia,” Report No. 48618‐KH.
______. 2010a.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______. 2010b. Cambodia 1998–2008, An Episode of Rapid Growth.

210│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부 록] 베트남 출장결과 정리
-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역량의 파악을 위한 면담의 주요 내용

①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VASS)
쉎 도이모이 정책의 도입이래 25년간 사회경제체제의 전환과정이 진행됨.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이나, 아직도 시장시스템의 도입이
충분치는 않음.
▹ 한국과 유사하게 수출지향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음.
▹ WTO가입을 통해 시장경제의 도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국영경제의 축소와 사영경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FDI가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
▹ ASEAN, APEC, WTO에 적극 참여하여 global standard에 맞는
domestic reform(법,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쉎 현재까지는 자원개발, 저품질 노동집약 제품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임.
▹ 공업에서는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이 중심이어서 수출
의 부가가치가 매우 낮음.
▹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영경제의 발전이 필요함.
쉎 공업에서도 저품질 노동집약 산업에서 중화학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
업구조 조정은 지연되고 있음(수출지향에서 내수산업으로의 전환은 아님).
▹ 산업구조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① 어떤 산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부재 ② 선택된 산업을 통한 수출촉진방
안의 부재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 미흡 ③ SOC 인프라의 부족 ④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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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에 맞는 산업인력의 양성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쉎 국영중심에서 사영부문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FDI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제까지 FDI는 주로 자원개발,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에 유입되어 왔음.
▹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FDI 유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별로 없음.
쉎 소득격차,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쉎 도로, 항만, 전력 등 SOC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로 경제개
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ODA, FDI 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 노력을 하고 있음.
쉎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확대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여의치 못함.
▹ 소득 증대 및 빈곤탈출을 위해 국영기업을 중시하고 있으며, 국영기업
과 사영기업간 정책적 차별이 존재함.
▹ 국영기업의 대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② Vietnam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VAAS) - 농업부문의
문제점
쉎 쌀 수출 1~2위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빈곤함.
▹ 농업생산의 효율성은 매우 낮고 매우 낮은 가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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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쉎 전체 인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축소가 시급함.
▹ 경지정리, 도로망 등의 생산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생산효율성이 매우
낮으며 소농 중심의 농업으로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서 농촌인구가 과
다함.
▹ 산업화를 통한 공업부문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충분치 못하여 농촌인구
의 공업부문 이동이 원활히 발생하지 않고 있음.
쉎 농업인구를 2015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산업부문에서 이러한 잉여노동력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으므로 농업부
문(농산물가공, 공예수공업 등)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쉎 농산물 유통체계, 가공 및 저장 시설과 기술이 부족함.
▹ 수확 후 손실률이 20~30%에 달하며, 커피 수산물 과일 등에서의 부가
가치 창출이 미흡함.
▹ 농산물별 생산기술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이 미흡함.
쉎 한국과의 대표적인 협력희망분야는 농업관련 인력양성임.
▹ 농촌의 비농업 일자리 등의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인력
의 양성, 농업기술 연구인력의 양성
▹ 농업관련 기술의 이전도 중요
▹ 한국의 농업정책연구경험, 실행경험의 소개
쉎 신농촌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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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orld Bank Vietnam Office
쉎 한 나라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은 능력(ability) 또는 의지(willingness)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쉎 베트남은 개발의지의 측면에서 리더쉽, 지배구조, 부패 등의 문제가 있음.
▹ 현재의 사회주의 지향적 지배구조는 공산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서
공산당 내부 여러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의사결정 및 이행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임.
▹ 경제구조조정, 경제개혁조치 등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는 모두 적시되어 있으나 실행은 지연되고 있음.
쉎 베트남 사회경제의 당면 문제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음.
① 생산량 증대에서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의 전환(quantity to
quality)
② 현재의 산업구조를 넘어서 향후 중점 산업분야의 선택 및 육성 방안
(diversity to concentration)
▹ 정부의 육성 희망 산업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③ 인치에서 법치로의 전환
쉎 도이모이 이후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성과는 주로 노동집약 산업부문의
수출지향 성장의 결과로서 이는 주로 개방으로 인한 효과이며 향후 개방
효과 만에 의지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제품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 소비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경제환경의 변
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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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차입은 주로 ODA, 국제기구 저리자금 등이어서
외환문제 또는 외채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음.
쉎 산업화에 따라 단순 비숙련 노동력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숙련 노동력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
태임.
▹ 상위 소득계층의 사적인 교육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편 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④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sia-pacific Department
쉎 85년 시작된 도이모이는 정치, 문화, 의식 등을 포괄하는 사회경제 개혁
조치임.
▹ 사영경제 특히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정부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88년 이전에는 식량부족, 88년부터 자급하며 수출을 시작함.
▹ 기업활동 관련법을 도입하고, 소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됨.
▹ 2000년 이후 FDI가 활발히 유입되고 있음.
쉎 도이모이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경제개발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들
▹ 빈부격차 확대 문제
▹ 환경문제
▹ 낮은 경쟁력
▹ 자원개발 부족 문제
▹ 농업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문제
▹ 기업규모가 영세하다는 문제 - 국영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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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개발재원이 정부예산이 아닌 ODA, FDI 등 주로 외부로부터 조달되고
있다는 문제
쉎 베트남이 FDI에 적합한 이유
▹ 지리적 위치: 동남아의 요충으로 중국과 인접
▹ 정치, 사회, 안보가 안정된 상태
▹ 7.5%의 높은 경제성장률(2008년까지 평균)
▹ 내수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 8000만 인구, 연 1.5% 증가율, 젊은 소
비층의 높은 소비성향
▹ 인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많은 노력
▹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40세 이하
▹ 자원이 풍부
▹ WTO 가입 이후 성공적인 세계시장에의 편입
▹ 지속적인 법 제도의 개선 노력: 법인세 25%, 하이텍 또는 낙후 지역
투자에 대한 세율 우대
쉎 산업화를 위한 정부정책
▹ 현재 5차계획 수립 중이며, 25년 종합평가 작성 예정임.
▹ 기간산업(석유, 화학, 에너지, 생산기계, 비료 등), 원자재산업의 육성계
획을 보유하고 있음.

⑤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쉎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높았지만(2010 GDP 6.5% 성장예상,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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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 성장은 대부분 여러 생산요소 중 자
본의 투입증가로 이루어졌으며 기술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매우 낮았음.
▹ 자본투입이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나, 자본투입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있음.
▹ 에너지, 천연자원의 활용효율성이 매우 낮음.
▹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경쟁력 수준
▹ Budget and trade deficit
▹ transparency and efficiency problem of the investment financed by
the State
▹ higher inflation rate
▹ 낮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농업인구의 과다
▹ 높은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일자리의 부족
쉎 Social Sector의 약점
▹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심화
▹ lack of public service management capability
▹ insufficient social infrastructure
쉎 국영 은행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시장은 여러 문제점을 나
타내고 있음.
▹ 5개의 국영 상업은행이 은행권 예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영 상업은행의 핵심 대출처는 국영기업들인데, 국영 상업은행
의 영업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부실채권 문제가 악화
되고 있음.
▹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
제가 심각함.
▹ 은행감독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허술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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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및 주식 시장이 자금중개기능을 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임.
쉎 베트남의 노동력은 매우 풍부하고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지만 숙련 노동
력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시장 및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국영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에 의한 직업 훈련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 노동력의 이동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생산성이 매우 낮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비중이 절대적임.
▹ 대졸자의 임금과 고졸 숙련노동자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어 임금만으
로는 대학 진학의 인센티브가 적으나 높은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진학의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도 함.
쉎 산업구조에 있어 농업부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공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공업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주로
FDI 기업에 의한 것이며, 국영 기업의 성장속도는 미미함.
쉎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석탄, 목재 등의 자원과 쌀, 커피 등의 농작물 그
리고 섬유, 신발 및 전자 제품/부품 등임.
▹ 공업부문의 수출품은 거의 대부분 낮은 기술의 노동집약적 제품임.
▹ 지난 10년간 수출에서 1차 제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그 만큼 저기술
공업제품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은 미미함.
쉎 현재의 산업구조하에서 수출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크지
않으며, 더욱이 FDI 기업들이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더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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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국영기업의 개혁은 체제전환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문제임.
▹ 개혁의 두 방향은 민영화를 통해 국영기업부문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과 잔존 국영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쉎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농업기반시설 등의 SO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
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SOC 투자의 확충이 필요함.
▹ SOC 투자의 대부분은 ODA, 정부예산, 국채, 국영기업 등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음.
쉎 도농간 지역간 인종그룹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산간 지역
및 일부 인종그룹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쉎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과제
▹ establish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tate
▹ developing global competitive companies
▹ 인력자원의 질 개선 및 인프라시스템의 현대화
▹ 의료체제의 개선
쉎 한국과의 협력 및 협조분야
▹ quality accessing system
▹ innovation system
▹ early warning system
▹ infrastructure system
▹ defining resources and doing forces for economic development
▹ mobilizing and using social resources in an efficient way
▹ water resource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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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database system
▹ urban planing

⑥ 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쉎 국영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기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주도적 역할의
강화가 필요
▹ 소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국영기업의 내부적인 비효율성은 계속 개선되어야 함.
▹ 그러나 주요 국영기업들은 중추 산업을 담당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베트남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보다 기업활동
의 규모를 확대해야 함.
쉎 금융부문에서는 7개의 국영 은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금융감독이 허술하고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음.
▹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함.
▹ 해외 차입에 있어서는 만기불일치 문제, 통화불일치 문제 등이 있음.
쉎 경제체제의 전환, 사회경제 개혁조치 등에 있어 속도의 문제는 있을지라
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진행될 것이며 후퇴가능성은 없을 것임.

⑦ Asian Development Bank Vietnam Office
쉎 현재 2011~2015 5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 작성의 최종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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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선언 및 하노이선언 특히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원칙
(ownership)에 따라 2006년부터 베트남 정부가 주도적으로 5개년
(2006~2010) 사회경제 개발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음.
쉎 5개년 개발계획은 중간 및 사후 평가를 위한 results framework를 포함
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2006~2010 개발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
였으나, 공산당 중심의 사회주의적 집단지도체제하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진솔한 평가, 즉 개발계획에서 실행이 되지 못한 부분 및 그 원인을 스
스로 명확히 드러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공산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및 지연, 이해관계
에의 매몰 등 여러 문제를 보여 왔으나, 지도체제 내에서도 의회와 공
산당이 의견의 대립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등 의사결정에 있어 예전
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음.
쉎 베트남의 사회경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ADP CPS는 경제성장
을 통한 빈곤 해소, SOC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쉎 베트남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 및 실행계획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향후 베트남으로의 FDI는 지속적으
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함.
▹ 예를 들어 일본은 중국으로의 FDI 집중 및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China+1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베트남이 +1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필요한 숙련 노동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2020년도까지 Industrialized Nation을 만들겠다는 목표(고부가가치산업)
▹ 지역ㆍ성별 경쟁 심화 등의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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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 Assessment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Capacities of the ASEAN
Underdeveloped Countries:
Vietnam, Cambodia, Myanmar
Jai Won Ryou, Sung-Hoon Park, Hongyul Han, In Soo Kang,
Yoocheul Song, and Hosaeng Rhee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has
deepened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ASEAN
has magnified as ASEAN members enter into free trade agreements with
Korea, China and Japan. Also, as the regional underdeveloped countries like
Vietnam and Cambodia started to grow fast in the current decade, the ASEAN
is believed to strengthen its status in the world economy and politics in the
future. Undoubtedly, the changing status of ASEAN urges Korea to exte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countries in this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Vietnam, Cambodia and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are in conformity with Korea’s interests as Korea regard these
countries as strategic partners and plan to provide substantial portion of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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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resources to these countries. It’s hard to consider Korea’s ODA policy
has been systematic and efficient so far. As a member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ECD, Korea plans to increase her ODA resources
significantly, which makes it indispensible to conduct a serious research on the
recipient countries as well as to reframe its overall ODA policy. In this regard,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a systematic method to evaluat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but also evaluate the status of these countries.
The main feature of the method is to establish consolidated indic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taking advantage of a variety of existing data.
Secondly, a field study is conducted to complement the above method in order
to reflect qualitative feature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Extens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and international agencies with respect to Vietnam. Finally, the identification of
most problematic areas enabled us to provide possible area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se partner countri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provides
a good foundation in the process of ODA policy formulation to these countrie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ASEAN underdeveloped countries face similar
challenges in the course of their socio-economic development. Actually, in
almost every area of development capacity, the ASEAN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lagging behind those countries which they are targeting to catch
up with. Obviously, it is not realistic for Korea to provide her ODA resource
to help improve all the areas of problems considering Koreas limited ODA
capacity and experience.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several areas of
cooperation on which Korea should focus in formulating its ODA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hese areas include enhancement of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market economy, technological
cooperation. Considering that industrial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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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oals of these countries, strengthening these selected areas directly
support the strategy by enhancing production capacities of these economies.
Furthermore, this study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above areas. For social development, health and
education are selected for areas of cooperation. Peoples of these countries are
exposed to various diseases like HIV, tuberculosis and malaria. Also, these
countries do not provide adequate education service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sustain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or these areas, this
study provides general directions of ODA policy for Vietnam, Cambodia and
Myanma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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