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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김정곤･김균태

개방의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무역개방으로 인
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산업 및 근로자뿐
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
킬 수 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FTA 피해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역피해에 특정된 지역단위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 역시 비준을 앞둔 현시점에서 농
업 분야 이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무역피
해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EU
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및 캐나다의 침엽수산업과
공동체의 경제조정계획(SICEAI: Softwood Industry and Community
Economic Adjustment Initiative), 그리고 미국의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
자 프로그램(CAIP: Community Adjustment and Investment Program)과
2009년 도입된 공동체 TAA(Community Trade Adjust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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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해외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사 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 시 고려
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1)
적절히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단기적인 피해보상 중심의 무역피해 지원제
도 및 여타 지역발전정책을 보완할 수 있고, 2) 장기적인 지역경제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3)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4)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5) 운영 시
책임 부처의 단순화 또는 중앙 부처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
요하고, 6) 투명한 제도 운영과 적절한 사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7) 정해진 기간 동안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8) 현실적이고 객관
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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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의의
개방화는 일반적으로 그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부문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FTA 상대국에 비해 경쟁우위가 있는
산업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경쟁열위에 있는 산업은 매출 및 고용이 감소
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개방 피해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취약한
계층에서 더욱 크다(최낙균, 서정민, 장용준, 이경희, 김정곤 2011). 현재 운
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이러한 개방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피해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고, 한․
미 FTA 역시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개방정
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내 정치적 수단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개방화의 충
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런데 개방의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무역개방으
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산업 및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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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는 사회 전반의 후생 확대
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상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계층에 대해서
는 피해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형평성 측면의 고려와, 개방으
로 인한 구조조정 시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
1)

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효율성 측면의 고려 를 지역경제 차원으로 확대한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는 개방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계층과 밀접
하게 연계된 지역경제를 지원함으로써 개방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치적 지
지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대내 협상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경제이론적 측면에서 합
리화될 수 있다. 자유로운 요소 이동과 요소 간의 동질성, 그리고 완전경쟁
을 가정하는 고전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동맹 내의 국가 또는 지역 간
경제격차는 점차 수렴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Armstrong and Taylor
2001).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좀처럼 성립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개발된 Krugman-Venables 모델은 규모의 경제, 불완전경쟁,
요소 간 생산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운송비용이 존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경우 시장에서 거리가 먼 저비용의 중심부보다 오히
려 시장접근이 용이한 고비용의 중심지역이 생산 집중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Krugman and Venables 1990). 또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최적의 자원배분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고소득 국가 또
는 지역의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소하지 않아 이들과 저소득 국가 또는 지역
의 소득이 반드시 수렴되지 않을 수 있다(이종원 2003). 이러한 논의들은 개
방정책으로 인해 지역 간 경제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1) 이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허윤(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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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화가 지역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지
역단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EU는 경제통합 과정
에서 발생하는 국가․지역․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구조기금
(European Structural Fund)을 창설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침엽수 목재
수출에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침엽수 목재업에 의존하
는 지역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침엽수산업
과 공동체의 경제조정계획(SICEAI: Softwood Industry and Community
Economic Adjustment Initiative)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의회
를 중심으로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제도에 지역단위 지원 프
2)

로그램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09년 개정된 TAA
제도에 지역단위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례로 정부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
리기 위해 1996년 8월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폐
광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대체산업을 창업 또는 육성할 경우 자금을 지
원하였다(김만재 1996; 안창선, 허재완 2003). 또한 지역산업정책적 차원에
3)

서는 1998년부터 추진된 ｢지역산업진흥사업｣ 이 대표적이며, 무역피해와 관
련된 것으로는 한․칠레 FTA 체결 및 DDA 협상과 쌀 재협상을 앞두고
2004년 6월부터 시행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4)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그 밖에 지역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사
업, 고용개발촉진지역제도 등이 있는데, 지역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사업은

2) Rosen(2008), p. 8. 이와 같은 제안은 TAA가 제공하는 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3) 상세한 내용은 김영수, 김선배, 오형나(2007) 참고.
4) 상세한 내용은 김수흥(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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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
로 지역별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노동부 2009).
농어업 분야에 대한 FTA 피해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역
피해에 특정된 지역단위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무역개방에 따른
보다 포괄적인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
기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필요
성과 운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무역피해에 대응한 지역경제 지원제도와 그 운
영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과 구성
이 연구는 해외의 무역피해에 따른 지역단위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사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도적인 내용 및 전반적인 성과와 더불어
구체적인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보고서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사례연구 대상으로 EU의 유럽구조기금과 캐나다의 침엽수산
업과 공동체의 경제조정계획(SICEAI), 그리고 미국의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Community Adjustment and Investment Program)
과 2009년 도입된 공동체 TAA(Community TAA)를 선정하였다. EU의 유
럽구조기금의 경우 무역피해에 한정된 지원제도는 아니지만, 경제통합에 따
른 지역피해 및 지역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지원 조건 가
운데 개방 피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EU는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지역경제 지원의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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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길고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
5)

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CAIP, 공동체 TAA 등 지역단위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과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어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캐나다의
CAIP는 상대국의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특이
성이 있으며,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제시한다.
위의 국가들은 제도적 전통과 운영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단
위 지원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와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서 공통적
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달성 또는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외국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피
해보상 차원을 넘어서 해당 지역의 경제가 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함
으로써 새로운 고용 및 발전기반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 실
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최낙균 외(2011)가 제시
한 바와 같이,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무역피해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형평성 차원의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방향으
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제2장에서는 EU의 유럽구조기금,
제3장에서는 캐나다의 SICEAI, 제4장에서는 미국의 CAIP와 공동체 TAA
의 운영사례를 분석․평가한다. 개별 장에서는 제도의 운영 구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사례 및 성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
를 종합하여 각 제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 각국의 사례 분석을 종
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5) 일본, 칠레, 멕시코 등도 EU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EU의 운영 역사와 운영사례가 풍부하
다는 점을 감안하여 EU의 유럽구조기금을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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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 본 보고서의 차별성
지역단위 지원정책의 측면에서 EU의 유럽구조기금을 연구한 문헌은 다수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가장 최근의 제도와 운영사례를 분석한다. 미국의
CAIP와 공동체 TAA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캐나다의
SICEAI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및 기업 무역조정지원제
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다음에서
는 유럽구조기금과 미국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이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유럽구조기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European Commission(1997), Bachtler
and Turok(1997), Heinelt(1996), Staeck(1996) 등과 같이 기술(記述)적 방
법을 통해 유럽구조기금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European Commission(1999)은 거시경제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Cappelen, Castellacci, Fagerberg, and Verspagen(2004)은 성
장이론에 바탕을 둔 계량모델을 통해 유럽구조기금이 지역경제의 성장 및
지역경제 격차의 완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다. 이에
따르면 유럽구조기금은 빈곤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간
경제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경제 성
장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해당 지역의 낙후된 산업구조 및 빈약한
R&D 기반을 지적하였다. Puigcerver-Peñalver(2004) 역시 유사한 연구를
통해 EU 구조기금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음을 실증하였다. 국내의 관
련 연구로는 EU 구조기금 및 EU 세계화조정기금을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한
이종원(2003), 김승택, 임혜준, 박혜리(2007), 이종서(2007), 변필성(2007),
임혜준 외(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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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들을 종합하면, 유럽구조기금은 일시적인 수요 진작이나 경
기순환의 대응책으로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즉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일시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계층이나 산업, 내지 지역이 구조조정을 통한
장기적인 능력 배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ECD(2007)에 의하면, 이는 지역단위 경제지원정책이 지녀야 중요한 특
성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유럽구조기금은 지역 주도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특성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
다(Bardhan 2002; Feicock 2007).
유럽구조기금은 기간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매시기마다 운영방식이 발전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EU 구조기금의 최신 버전인 2007~13년간
지역개발정책(제4차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그 운영과 성과, 그리고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구조기금이 직접적인 무역피해와는 무관한 사양산업지역 지원제도인
반면,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는 무
역피해에 특화된 지원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유사하다.
Aho and Bayard(1980), Bonahan and Flowers(1998), Decker and
Corson(1995), Feenstra and Lewis(1994), Fung and Staiger(1994),
Kletzer(2001), Marcal(2001), OECD(2005), Reynolds and Palatucci(2008),
허윤(2005), 이기환(2009) 등은 미국 TAA의 제도적 측면 및 경제적 효과성
여부를 검증한 연구다. 미국 TAA 예산의 대부분이 근로자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대부분 근로자 TAA의 효과를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 근로자 TAA는 대체적으로 그 효과가 불
분명하며, 개방 지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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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0년대 이후 NA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CAIP
와 공동체 TAA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Rosen(2008)은 TAA에 지역단위 지원제도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대표적
인 문헌으로,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뒤의 사례연구에서 활용되는 GAO(2000, 2001a, 2001b)
등 소수의 문헌이 CAIP의 운영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 도입된 공동체
TAA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CAIP와 공동체 TAA를 함께
다루어 미국의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
서 이 보고서는 미국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와 그 변화를 아울러 분
석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허윤(2007), 이기환(2008a, 2008b), 전재완, 정인교(2009) 등이 우리나라
의 무역조정지원제도와 미국, 일본 등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거나, 우리나라
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성과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역단위 지원제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근로자 및 기업
지원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개방에 따른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를 도입하자
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승택 외(2007)는 FTA로 인해 지역경제
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 노동시장 지원정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혜준
외(2008)는 직접적으로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도입을 주장하지는 않
았으나,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단위 지원방식
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임혜준 외(2008)는 특히 프로젝트 지원방식은 해당
경제주체의 수요에 보다 적합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현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낙균,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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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김정곤(2009)는 개방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해외 구조조정의 사례
검토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에 지역단위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지역단위의 지원 내용을 고용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
확충과 주력산업 전환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
내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이에 이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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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U

1. 개관
6)

EU의 무역개방도 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08년 EU 회원국들의
무역개방도 평균치는 약 65.7%로 이는 같은 해의 미국 24.0%, 일본 31.7%
보다 월등히 높다. 아울러 EU의 경제통합은 역내교역을 활성화하여 EU 전
체 교역에서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수출은 67.5%,
수입은 62.7%에 달한다. EU는 이러한 높은 역내외 개방수준에 따른 취약
산업 및 계층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별 복지제도와는 별도로 EU
차원에서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과 유럽세계화조정기금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세계화 과정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기적․처방적 성격의 기금으로 유럽구조기금과 차별화된다.
즉 유럽구조기금이 사전적,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원

6) 무역개방도=(수출액+수입액)/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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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무역자유화로 실직 상태가 되거나 실직 위험
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구직 활동 및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수단이다. 또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기본적으로
무역자유화로 인한 개별국의 피해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지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되는 유럽구조기금과
다르다. 유럽세계화조정기금 역시 지역 단위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
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이 중심이 되어 지원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유럽구조기금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회원국이 계속 늘어나고 역내시장 통합이 심화되면서 회원국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역내시장 통합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 지역 간 경제격차가 계속된다면 낙후된 회원국 또
는 지역은 EU 통합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사라지므로, 부정
적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결속과 유대를 강
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EU는 각종 구조기금을 만들어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구조기금은 경제통합에 따라 피해를 입
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보조하는 역할보다는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취약산업이나 낙후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
록 유도하여 유럽공동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1958년 고용 촉진
지원을 위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과 농업 구조조정 및 농촌
개발 지원을 위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을 창설하였다. 이후 1973년 1차 회원국 확대로 아일랜
드와 같은 저개발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
자, EU(당시 EC)는 1975년 역내 저개발지역 지원을 위해 유럽지역개발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창설하여 역내 저개발지역과
사양산업 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1988년 유럽단일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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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단일시장 완성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스페인, 그리스 등 상대적 저개
발국가들은 단일시장 참여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EU는 구조기금의 개혁을 통해 구조기금 규모를 증대하고, 공동체의 경
제․사회적 결속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개발정책을 본격적으
로 시행하게 되었다. 1992년 EU 창설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의 경
제․사회적 결속을 EU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규정하고, 낙후지역의 환경
보호와 운송인프라 건설을 위해 구조기금과는 별도로 결속기금(Cohesion
7)

Fund)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1993년에는 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수
산업지도기금((FIFG: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을 창설
하여 EU는 총 4개의 구조기금 및 1개의 결속기금을 운영하게 되었다.
EU는 수차례에 걸쳐 유럽구조기금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개별 기금의 통
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06년 7월에 채택된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에 관한 이사회 일반 규정
(Council Regulation (EC) 1083/2006)｣에 의한 2007~13년간 지역개발정책
8)

(제4차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고자 한다.

7) 결속기금은 회원국 평균 GNI의 90% 이하 소득을 가진 국가들이 지원 대상으로 하며, 중동유럽의 신
규회원국 10개국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이에 속한다. 유럽구조기금의 지원 대상이 국가가 아니
라 EU 전체를 300여 개로 나눈 지역(NUTS II)이라면, 결속기금은 환경, 수송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
하여 신규 가입국으로서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유럽구조기금과 달리 지원 대
상이 지역이 아닌 국가다.
8) 구조기금의 개혁과 더불어 1986년부터 지역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제1차 프로그래밍
(1989~93년)을 시작으로 제2차 프로그래밍(1994~99년)과 제3차 프로그래밍(2000~06년)을 거쳐 현
재 제4차 프로그래밍(2007~14년)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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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구조기금
가. 운영 구조
유럽구조기금을 활용한 지역정책은 소위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EU 차원에서의 공동의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정립하여 회원국 간 지역
정책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적인
정책 집행, 감독 등은 개별 회원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EU 집
행위원회는 개별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지역개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정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 감독 및 평가는 집행위원회와
의 협조하에 해당 회원국이 책임지도록 한다.
암스테르담조약 161조에 의하면, EU 집행위원회는 구조기금의 예산과 운
영 원칙, 우선지원 목표 및 지원 대상 국가, 지역 등에 관한 제언을 하며,
EU 이사회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하도록 되
어 있다. 이사회가 구조기금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 각 회원국은 지원을 요
청할 지역개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때 각 회원국의 유럽구조기금 운영기관(managing authorities)이 구조기
금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운영기관은 각 지역의 국내 단체
및 기관에 유럽구조기금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 심사,
승인하여 기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운영기관의 구성이나 운영권은 전
적으로 각 회원국에 있다. 한편 각 회원국 또는 지역 당국은 프로그램 개발
부터 운영, 감독 등 전단계에 걸쳐 경제적․사회적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의 운영기관이 제출한 지역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지
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지원이 결정되면 각 회원국 운영기관은 세부 운
영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진척 사항을 감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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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집행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진척 사항을 감
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된 잔여 구조기금을 지원한다.

나. 지원 대상
기존의 유럽구조기금 정책, 예를 들어 2000~06년간 진행되었던 제3차 프
로그래밍에서는 유럽구조기금의 목표를 ‘목표 1’ ~ ‘목표 3’으로 나누어 기
본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목표 1’은 낙후지역의 구
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표 2’는 구조적 장애가 있는 지역의 경
제․사회적 전환을 지원하며, ‘목표 3’은 교육훈련 시스템 도입 및 현대화
등 고용정책과 고용촉진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07~13년간 지역개발정책(제4차 프로그래밍)은 ‘수렴
(Convergence) 목표’, ‘지역경쟁력 및 고용촉진(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목표’, ‘국경 간 협력(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목표’ 등 모두 3개의 정책 목표에 따라 총 3,474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i) 수렴 목표에 가장 많은 2,829억 유로(81.4%)가 배정되었으며, (ii)
지역경쟁력 및 고용촉진 목표에는 550억 유로(15.8%), (iii) 국경 간 협력
목표에 87억 유로(2.5%)를 배정하였다.
(i) 수렴 목표는 저개발 회원국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 증진을 도모하
여 이 저개발 지역들이 유럽으로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지역들
에서의 기술혁신, 인적자원 개발, 환경보호,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지원한
다. 수렴 목표에 속하는 지원 대상 지역은 크게 두 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EU의 평균 GDP의 75%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개발지역(수렴지역,
convergence regions)으로 17개 회원국의 84개 지역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EU 전체 평균 GDP의 75% 이상의 소득을 가졌으나, EU-15(2004년 EU
확대 이전의 15개 기존 회원국) 평균 GDP의 75% 이하의 소득을 가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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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phasing-out region)으로 16개 지역이 이에 속한다. 한편, 수렴 목표하에
서는 결속기금의 지원도 받는데 이는 EU 전체 평균 GNI의 90% 이하 소득
을 가진 지역에서의 환경보호, 운송 인프라 건설 등에 지원된다.
(ii) 지역경쟁력 및 고용촉진 목표는 지역의 혁신과 지식기반 경제화를 도
모함으로써 급격한 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 훈련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렴 목표와는 달리 EU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168개 지역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iii) 국경 간 협력 목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을 촉진시키고 통합된 발
전을 이루기 위해 지원된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EU 시민
은 총 1억 8,000만 명(EU 전체 인구의 35.7%)에 달하는데, 이들이 국경
간 협력 목표의 수혜 대상이 된다.
특히 2007~13년간 지역개발정책에서는 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신리스본전략 목표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함에 따라 ‘수렴 목표’ 예산
의 60%와 ‘지역경쟁력 및 고용촉진 목표’ 예산의 약 75%가 신리스본전략
의 목표와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 즉 연구개발, 기술혁신, 인적자원 개발, IT,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지원된다.
지역개발정책의 구조기금 예산 배정액을 회원국 별로 살펴보면, 2007~13
년 동안 폴란드가 총 673억 유로를 받아 최대 수혜국이며, 스페인(352억 유
로), 이탈리아(288억 유로), 체코 공화국(267억 유로), 독일(263억 유로), 헝
가리(253억 유로), 포르투갈(215억 유로), 그리스(204억 유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대 수혜국들 가운데는 폴란드, 체코 공화국, 헝가리 등 2004년
에 가입한 중동유럽의 신규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과 기존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역시 기존
회원국 중 동서 간 경제력 격차가 큰 독일, 남북 간 격차가 큰 이탈리아 등

25

제2장 EU │

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개별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한 수혜규모(GDP 대비 예
산배정액)를 보면, 상위그룹에는 중동유럽 회원국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럽구조기금은 신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저개
발국가와 기존 회원국 중 상대적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구조기금이 경제통합으
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나 낙후된 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2-1. 유럽구조기금의 목표별 주요 내용 ❚
목표

운영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및 유럽사회기금
수렴 목표

결속기금
지역경쟁력
유럽지역개발기금
및
및 유럽사회기금
고용촉진

지원 자격

우선지원사업

EU25 평균
수렴지역 GDP의 75% 이하
지역

84개
지역

EU25 평균
GDP의 75%
Phasing
이상이지만, EU15
-out 지역
평균GDP의 75%
이하 지역

16개
지역

EU25 평균 GNI의 90% 이하 지역
Phasing-in 지역

13개 지역

지역경쟁력 및
고용촉진 지역

155개 지역

국경 간
국경을 접하는 지역, 국가 간/지역 간
유럽지역개발기금
협력 목표
협력 지역
자료: 외교통상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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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억 유로)
1,993

혁신, 환경보호,
인프라 건설,
인적자원 개발,
행정효율 향상

운송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직업훈련, 혁신,
환경보호
혁신, 환경보호,
교육, 문화

140

696
114
436
87

❚ 표 2-2. EU 회원국별 구조기금 예산 배정 규모(2007~13년) ❚
(단위: 백만 유로)

예산배정액

2007년 GDP

예산배정액/GDP

헝가리

25,307

101,131

25.02%

리투아니아

6,885

28,423

24.22%

불가리아

6,853

28,899

23.71%

라트비아

4,620

19,936

23.17%

에스토니아

3,456

15,270

22.63%

폴란드

67,284

308,638

21.80%

슬로바키아

11,588

54,857

21.12%

체크

26,692

127,143

20.99%

루마니아

19,668

121,431

16.20%

855

5,415

15.79%

21,511

163,083

13.19%
12.20%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4,205

34,471

그리스

20,420

228,180

8.95%

640

15,667

4.08%

스페인

35,217

1,050,595

3.35%

이탈리아

28,812

1,535,540

1.88%

독일

26,340

2,422,900

1.09%

핀란드

1,716

179,734

0.95%

프랑스

14,319

1,892,244

0.76%

벨기에

2,258

334,917

0.67%

스웨덴

1,891

330,964

0.57%

오스트리아

1,461

270,837

0.54%

영국

10,613

2,047,289

0.52%

아일랜드

901

190,603

0.47%

네덜란드

키프로스

1,907

567,066

0.34%

덴마크

613

226,544

0.27%

룩셈부르크

65

36,278

0.18%

주: 경상가격 기준이며, 각 회원국별 GDP 대비 예산 배정액 규모는 저자 작성.
자료: EU 집행위원회 지역개발 총국 웹사이트 및 유럽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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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내용
유럽구조기금은 다년 프로그래밍(multi-annual programming)으로 운용된
다. 즉 유럽구조기금을 활용한 EU의 지역개발정책은 각종 프로젝트의 예산을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함으로
써 예산 집행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부여한다. 또한 일시적인 수요 진작이나
경기순환의 대응책으로서의 단기 정책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으로서 추진된다. 유럽구조기금의 예산도 사업 기간에 따라
1994~99년, 2000~06년, 2007~13년 등 6년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운영된
다. 이러한 다년 프로그래밍은 유럽구조기금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주요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한 예산 집행의 경우 더
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럽구조기금은 경제구조 조정을
통해 지역별 경제능력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원국 경제의 수렴을 목표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정책의 특성을 반영한다.
유럽구조기금에 의한 지원은 앞에서 언급한 보조성의 원칙에 따른다. EU
는 EU 차원의 지역개발정책이 개별 회원국의 균형발전정책을 대체하는 것
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기금은
회원국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지원되며, 회원
국 정부는 EU에 자금을 신청할 때 보완성 원칙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러
한 보완성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EU는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
임을 회원국 또는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사회
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집행위의 역할은 회원국 및 지방정부가 제출한 구체
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협의, 채택된 사업의 진척상황 점검 및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국한되며, 사업의 세부내용 확정, 시행자 선정, 감독 등 집행에
관한 책임은 모두 회원국 및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EU는 투자재원을 지역․부문 별로 집중 투입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28│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즉 지리적, 정책 부문별로 우선순위
에 따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구조기금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리적인 정책 집중의 원칙은 구조기금의 각 목표
별로 지역을 분류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수송, 에너지, 경쟁력, 인적
자원, 환경 등 부문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역시 규정되어 있다.
유럽구조기금은 상대적으로 후진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고소득국가로부터 저소득국가로의 소득 재분배를 촉진한다. 국별 지역기
금 할당액과 국별 예산 기여금 통계를 보면, 2004년 EU 확대 이전에는 전
체 15개국 회원국 중 상대적인 저소득국가였던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3
개 국가에 대한 구조기금 할당액이 이 국가들의 예산 기여금의 288%,
279%, 127%에 각각 해당되었다. 즉 이들 3개 국가는 자국 예산 기여금의
1.3~2.9배에 해당되는 지역기금(구조기금)을 EU로부터 지원받았다.
❚ 표 2-3. EU 회원국별 예산 분담액 및 수혜액 규모1) ❚
(단위: 백만 유로)

회원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크
아일랜드
몰타
스페인
슬로베니아
핀란드

2)

3)

기여액

수혜액

271
199
3,020
870
2,809
1,460
177
519
291
1,089
1,167
1,586
57
9,838
359
1,629

1,032
667
8,373
2,408
7,755
3,917
366
1,072
580
1,601
1,703
2,194
76
12,775
383
1,391

구조기금
(결속정책)
466
437
4,593
1,304
4,217
2,456
216
635
145
421
918
264
49
5,430
162
322

기여액 대비
수혜액 비율
380.8%
335.2%
277.3%
276.7%
276.1%
268.2%
207.2%
206.4%
199.4%
146.9%
145.9%
138.3%
133.0%
129.9%
106.6%
85.4%

기여액 대비
구조기금 수혜 비율
171.8%
219.7%
152.1%
149.9%
150.1%
168.2%
122.4%
122.3%
49.8%
38.7%
78.7%
16.6%
86.1%
55.2%
45.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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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계속 ❚
(단위: 백만 유로)

회원국
이탈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EU27

2)

3)

기여액

수혜액

14,024
16,989
296
2,218
170
2,219
21,710
2,915
13,429
4,372
6,303
109,988

11,330
13,586
231
1,569
120
1,401
12,222
1,629
7,347
2,141
1,856
107,148

구조기금
(결속정책)

기여액 대비
수혜액 비율

기여액 대비
구조기금 수혜 비율

4,453
2,449
13
265
34
129
4,312
304
2,357
347
251
36,974

80.8%
80.0%
78.2%
70.7%
70.3%
63.1%
56.3%
55.9%
54.7%
49.0%
29.4%

31.7%
14.4%
4.4%
11.9%
20.2%
5.8%
19.9%
10.4%
17.6%
7.9%
4.0%
33.6%

주: 1) 2007년 실적기준임.
2) EU의 세원은 ‘농산물관세 및 부과금, 공동관세 등 전통적인 자체 예산’과 ‘부가가치세(VAT)’ 및 ‘회
원국의 GNI 기여분’으로 구성됨.
3) EU의 예산지출 구성항목은 ‘지속적인 성장(=경쟁+결속정책)’, ‘자원 보존’, ‘자유, 사회, 정의’, ‘세계화’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결속정책 부분이 구조기금의 사용항목임.
자료: Court of Auditors(2008).

이러한 현상은 2004년 이후 중동유럽 국가들의 가입 이후에도 더욱 분명
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회원국별 EU 예산 기여금액 대비 유럽구조기금 수
혜 비율을 보면, 2004년 이후 가입한 중동유럽권 국가들(상대적인 저소득국
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기존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2007년 라트비아는 EU 예산 기여금액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기금을 할당
받았으며 폴란드와 헝가리도 약 1.5배를 받았고, 기존 회원국 중에서는 포르
투갈과 그리스가 각각 약 1.7배, 1.5배를 받았다. 이 국가들은 EU 예산 기
여액 대비 전체 수혜액 비중에서도 2~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라. 운영 사례와 성과
유럽구조기금의 역사가 수십 년에 달하고 있는 만큼 운영사례 역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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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하다. 이 절에서는 가장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구조전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EU에서는 2008년부터 구조기금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룬
우수사례(winners)를 매년 5건 내외로 선정하여 ‘RegioStars - The Awards
for Regional Innovative Projects’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표 2-4 참
고). 최근 EU의 이러한 노력들은 구조기금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홍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조기금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이룬 사례들을
공유하자는 목적을 갖는다.

❚ 표 2-4. 2008~10년 RegioStars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프로젝트 ❚
연도

2008

2009

지역

프로젝트

Alsace, France

ENERGIVIE

cross-border Øresund region, Sweden
and Denmark

Øresund Science Region

Wales, UK

OpTIC Technium

West Midlands, UK

EnviroINNOVATE

Yorkshire and the Humber, UK

Centres for Industrial Collaboration

Wales, UK

DIPLE Printing Technologies

Hainaut, Belgium

Cenaero Recherches

Ile de la Réunion, France

Centrale de production d' lectricité
photovoltaïque en milieu tropical

North Rhine -Westphalia,
Germany

EnergyAgency.NRW

Greece

“Do you know about ESPA?”

Genk, Belgium

C-Mine Centre

East-Mid-Sweden

Micro-Finance Institute

Lithuania

Computer literacy basics for a Lithuanian
e-citizen

Brandenburg, Germany

New business model for ambulatory
monitoring of patients

Auvergne, France

High-speed broadband

Lithuania

www.esparama.lt

2010

자료: EU 집행위원회, 지역개발 총국 웹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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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 쇠퇴와 이로 인한
실업문제 등을 극복하여 지역경제의 구조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로,
2008년과 2010년에 RegioStars의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된 벨기에 겡크 시
(City of Genk)의 ‘C-MINE’와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 지
역의 ‘EnviroINNOVATE’를 살펴본다. 두 사례 모두 일반적인 기술 변화로
인한 사양산업 지역 지원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유럽 경제통합으로 인해
그러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으므로, 사례 연구에 포함시켰다.

1) C-MINE(벨기에, 겡크)
벨기에 림부르흐(Limburg) 주에 있는 겡크(Genk) 시는 플랑드르 지방의
3대 산업도시로서 전통적으로 석탄 채굴과 같은 광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
다. 과거 겡크 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광업이 담당했다. 그러나
광업이 쇠퇴하면서 겡크 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약 7천여 명의 광
부와 젊은이들이 새 직장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겡크 시는 포
드사의 생산기지로서 현재 약 5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을 만큼, 겡크 시의 근
로자 취업에 있어 포드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과거 이 지역의 최대
산업이었던 광업의 쇠락은 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이에 겡크 시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9)

했다. 겡크 시는 벨기에 정부와의 협력하에 2001년에 재개발 산업단지(탄광
및 채굴 등의 광업 생산기지였던 부지)들을 매입하면서 C-MINE이라는 프
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겡크 시의 주도하에 다수의 협력단체들

9) creative industry는 우리말로 ‘창조산업’ 또는 ‘창작산업’ 등으로 번역 가능하나, ‘창조산업’으로 번역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creative industry를 ‘창조산업’으로 명명하
기로 한다. 창조산업이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창조산업의 분야로는 방송, 신문 등 미디어 산업/출판/비주얼 아트 등 모든 시각
예술 분야/영상 및 영화 산업/패션 및 디자인 산업/음반 산업/게임 산업/스포츠/문화컨텐츠 산업 등을
포괄한다. 이른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선진국에서는 미래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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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추진되었는데, 여기에는 미디어 및 디자인 관련 학교
나 대학 및 관련 교육기관, 연구소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은 겡크 시 및 림부르흐 주의 예산, 민간기관의 지원 그리고 유럽
구조기금을 통해 마련하였다.

❚ 표 2-5. C-MINE의 협력 파트너 및 재원 ❚
Partners

• Urban services
• Private companies
• Educational institutions
• Knowledge institutions
• Creative organizations

Funding

•
•
•
•
•
•

Cooperation with various governments
EFRO (European fund)
Flanders
Province of Limburg
City of Genk
Private partners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유럽구조기금 지원에 있어서 이 지역은 탄광산업 쇠락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아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한 ‘목표 2’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총 프
로젝트 비용 892만 유로 중 EU로부터 구조기금 318만 유로를 지원받았으
며, 프로젝트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였다.

❚ 표 2-6. C-MINE 개요 ❚
구분

내용

지역

City of Genk(벨기에, Limburg주)

프로그램 형태

ERDF - 목표 2

프로젝트 기간

2005년 6월 ~ 2010년 11월

재원

총 비용 8,917,442유로
(ERDF 지원금 3,178,197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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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E’은 폐쇄되었던 탄광산업 관련 공장부지를 활용하여 겡크 시가
창조적인 경제활동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번영을 누리고, 특히 국
제적으로 유명한 예술, 레크리에이션, 관광, 게임 산업과 같은 창조경제․산
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 명인 ‘C-MINE’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석탄(Coal)을 채광하는 광산(Mine)이었으나, 이러한 과
거의 역사를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창조하는 ‘창조의 보고(Creative
Mine)’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즉 과거 산업단지였던 곳들을 창조
의 허브(creative hub)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광산업 부지의
공장과 설비들이 있는 재개발 단지들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창조물들로 변
화되었다.
창조적 허브 프로젝트인 C-MINE은 네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로, 현대문화와 예술적 창작물들이 대중에게 공연되거나 전시될 수 있는 공
간을 건축하는 ‘예술적 창조물 건축’ 분야다. 그동안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
던 탄광 관련 공장 건물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적 건축물로 재탄생시키
는 것이다. 둘째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다. 특히 기존에 있던 지하탄광을 지하통로를 이용해 체험하도록 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또한 과거 산업유산을 문화적으로 활용한 방식
이다. 셋째는 새로운 창조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미디어 및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창조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 도시를 찾게 되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
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조산업 관련 지식 및 혁신의 성장을
통해 사업기회를 높이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34│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 표 2-7. C-MINE의 추진 분야와 주요 내용 ❚
분야

주요 내용

예술적 창조
(Artistic Creation)

- 공연장, 전시관, 회의실 등 현대문화와 예술작품의 공연
과 전시를 위한 공간의 건축

창조적 레크리에이션 제공
(Creative Recreation Offerings)

- 지하통로를 이용한 지하광산 체험(C-MINE)

미디어 및 디자인 교육(Education:
Media & Design Academy)

- 미디어 및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디자인, 애니메
이션, 비디오 등 분야)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 지식과 혁신을 기업 및 비즈니스와 창조적으로 연결

자료: 저자 정리.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탄광을 관광지로, 산업단지를 새로운 예술적 창조물
로 변화시켰다는 점 외에도, 창조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을 비즈니스와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겡크 시는 이 지역에 있는 고등예술 교육기관의 지식
을 기업 비즈니스에서 활용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는
창조적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 혁신 연구소’
를 만들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는 ‘지식 및 서비스 센터’
로 창조산업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으
로 구성되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한다. 또한 ‘창조적 혁신기업
센터’를 만들어 제품과 서비스 분야 개발에 창조적 혁신 분야를 포함시키기
를 원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을 지원한다. 이 센터는 디자인 혁신 실험을 위한
공간과 회의 및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바로 이 도시에서 사업을 시
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계시켜 주는 인큐베이션 센터
(incubation center)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매년 거의 50만 명의 관광객들이 C-MINE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극장,
레스토랑 등 주요 관광명소에 방문하고 있다. 또한 C-MINE은 이미 ‘미디어
및 디자인 학교’의 핵심 명소가 되어 5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사와 석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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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10개 스크린을 보유한 복합상영관과 디자인 혁신 연
구에 기반을 둔 4개의 창조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생겨났다. 공연을 위한 대
형극장 2개와 전시장 및 회의실이 있는 새로운 문화센터가 2010년 9월에
개장될 예정이며, 과거 광부들이 사용했던 지하통로를 통해 지하에 있는 광
산을 체험하도록 하는 체험 센터 및 창조적 비즈니스(creative business) 혁
신 센터 등도 2011년에 개장될 예정이다.

❚ 그림 2-1. 겡크 시의 구 산업시설(上)과 신 예술 교육기관(下)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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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는 EU에서 수여하는 2010년의
RegioStar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과거 이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이었던 광
업의 쇠퇴로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그 산
업을 육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한 사실
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과거 광업도시의 유물이자 동시에 도시의 문젯
거리였던 낡은 탄광산업 공장부지를 새로운 창조혁신 센터로 탈바꿈함으로써
과거 유물을 새롭게 활용한 점을 인정받았다.

2) EnviroINNOVATE(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은 구조기금을 통한 EU의 지역정책 대상 지
역인 ‘목표 1’ 지역에 해당될 정도의 낙후된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지
역은 전통 산업과 저부가치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전통적인 엔지
니어링 관련 비즈니스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경제가 오랫동안 침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은 경제적․사회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목표 2’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구조기금 중 유럽지역개발기금
(ERDF) 지원을 받아 ‘EnviroINNOVAT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
젝트 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7년 3월이었다. 약 104.5만 유로가 투입되
었으며, 이 중 EU의 유럽지역개발기금로부터 20만 2,372유로를 지원받았다.

❚ 표 2-8. EnviroINNOVATE 개요 ❚
구분

내용

지역

영국, West Midlands 지역

프로그램 형태

ERDF - 목표 2

프로젝트 기간

2003년 6월 ~ 2007년 3월

재원(Funding)

총 비용 1,044,866유로
(ERDF 지원금 202,372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a)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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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INNOVATE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에 있는
대학 등 교육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환경기술 분
야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환경기술 분야 시장은 중소기업들에게
는 새로운 시장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따라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없이는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따라서 이 프
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 대학에 있는 환경 분야 전문가와 중소기업을 이어주
고 지식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환경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21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였고,
이들과의 중요한 파트너인 대학은 [표 2-9]의 7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EnviroINNOVATE 프로그램을 통해 7개 대학은 (i) 환경기술시장 리뷰
를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조사 (ii) 경쟁기업, 시장점유율, 지적재산권과 같
은 환경기술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iii)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술적 자문
등과 같은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였는데, 특히 이와 관련한 기술 분
야는 (i) 폐기물 관리 기술 (ii)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개발, 바이오에너지
기술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 (iii) 하천, 대기오염 제어기술 (iv) 환경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및 제어시스템 개발 등이다.
각 대학에서 파견된 프로젝트 자문그룹은 격주로 모여 이 프로젝트 추진
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토론 과정을 통해 참여 대학들은 개별 프로젝
트에 맞은 가장 적합한 전공분야 지식을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의
홍보도 이어졌다. 세미나,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웨스트 미들랜
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한
편,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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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EnviroINNOVATE의 중소기업 협력 대학과 관련 학과 ❚
University

Aston University

Harper Adams University
College
Birmingham University

Technology Innovation
Centre- University of
Central England

Wolverhampton University

Staffordshire University
Keele University

Departments / Schools

Facilities

Business School
Business Development Group
Polymer Research
Polymer Research Group
Laboratory
Bio-energy Group
Composting Team
Rural Knowledge Network
Farm Management team
Business Development team
School of Chemistry
Fuel Cell research
School of Medicine
laboratories
Environmental Technology team
Manufacturing Design Centre
Environmental Laboratory
Product Design group
Engine Test Cell
Software Design group
Auto Identification group
Media group - web design
School of Applied Sciences
Microbiology Analytical
Business School
Laboratory
School of Engineering and Built
Environment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 SEAT
Office and Research and Enterprise
Chemical analytical
School of Chemistry and Physics
laboratories
School of Earth Sciences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a).

이 프로젝트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RegioStar로 선정될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이 프로젝트 추진 팀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
력과 상업적 능력을 바탕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우 적절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과 지역 대학 간 직접적인 상호연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관련 신규시
장을 개발하고 환경제품 및 서비스 판매의 성장을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는 모두 121개의 업체가 참여하였고, 신규투자 171만 1천 유로,
신규 고용 80명, 신규 판매 148만 3천 유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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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EnviroINNOVATE의 성과 ❚
구분

성과

참여 업체 수

목표: 116개 / 결과: 121개

신규 투자액

1,711,000유로

신규 고용 수

목표: 121명 / 결과: 80명

신규 판매액

1,483,000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a).

이 프로젝트는 대학이 사업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시장지향적이
었고, 기업과 교육기관 간 협력은 혁신적이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하였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었다. 특히 과거 이 지역에서는 중소기
업과 대학 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
행됨으로써 향후에도 기업과 대학 간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환경 분야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nviroINNOVATE
는 중소기업과 대학 간 협력, 그리고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3. 평가
유럽구조기금은 EU 회원국들이 세계경제로의 개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고 경제통합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점을 해결하여 취약산업이나 낙후된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구조기금은 상대적 저개발국인 신규 가입국들에
게 매우 유용한 정책이었다. 1973년 EU에 가입한 아일랜드, 1981년 가입한
그리스, 1986년 가입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두 가입 당시 기존 회원국들보
다 낙후된 국가들이었으며,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15개 중동유럽 국가
들 역시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이었다. 그러나 유럽구조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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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이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EU에 편입될 수 있었다.
경제의 개방과 통합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계층이나 지역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러나 낙후지역이나 피해산업이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개방정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유럽구조기금은 점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U의 지역정책
에 근거한 유럽구조기금은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정신을
담고 있지만, 초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운영
초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어 투명한 운영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러나 신규 회원국들이 많아지면서 제도의 운영과 평가 등에 있어 개
선되었다. 특히 2008년부터 RegioStars Awards와 같은 구조기금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유럽구조기금은 다년 프로그래밍으로 운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수요 진작이
나 경기순환의 대응책으로서의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즉 유럽구조기금은 개방으로 인한 피
해를 일시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계층이나 산업, 내지 지역이 구
조조정을 통한 장기적인 능력 배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럽구조기금의 가장 성공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유럽구조기금은 사업 추진의 보조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즉 사업 추진
주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구조기금은 회
원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지원한다. 또한 프로그램 집행의 실질적인 주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각
지역 당국이다. 단, 이 과정에서 지원 당국은 구체적인 사업의 선정과 사업
내용에 대한 협의, 진척상황 점검 및 성과에 관한 사후 평가를 엄정하고 투
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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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캐나다

1. 개관
2002년 3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의 침엽수 제재목에 대해 보조금
및 덤핑 판정을 내리고,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대서양 연안지역(Atlantic
Canada)산은 제외)에 대해 18.79%의 상계관세와 8.43%의 반덤핑관세를 부
과했다. 2002년 캐나다의 전체 수출 가운데 대미국 수출은 87.6%를 차지하
며, 전체 대미국 수출 가운데 침엽수 목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상회
했다. 2002년 당시 캐나다 내에서 침엽수 제재목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브
10)

리티시 콜럼비아 주는 연평균 70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는 것으로 추산되었
으며, 이 가운데 대미국 수출이 70%를 차지했다. 그 밖의 생산지역에서도
11)

침엽수 목재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10)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달러는 모두 캐나다 달러를 의미한다.
11) 온타리오 주는 연평균 10억 달러의 침엽수 목재를 수출하며, 그 가운데 99%를 미국에 수출하였다. 브
리티시 콜럼비아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생산하는 퀘벡 주의 경우 벌목업과 제재소에
35,000개의 일자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의 주요 경제동력이었다. 대서양 연안지역은 연평균 9,500
만 달러를 수출하며, 99.6%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다(Industry Canad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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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2004년 9월 현재 캐나다의
침엽수 제재목 생산이 10% 감소하고, 수출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특히 다수의 생산지역이 소규모 공동체로서 지역경제가 벌목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2002년 11
월까지 미국의 무역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제재소에 고용된 3,940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 가운데 대다수가 퀘벡 및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실직자가 계속 발생했다(Industry Canada 2002).
미국이 취한 무역조치의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2년
9월 8일 침엽수산업 및 공동체 경제조정계획(SICEAI: Softwood Industry
and Community Economic Adjustment Initiative)을 포함한 몇 가지 지원
책을 마련했다. 침엽수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총 3억 3,650만 달러의 기
금 가운데 SICEAI에 1억 1,000만 달러, 근로자 지원에 7,100만 달러 등이
책정되었으며, 그 밖의 자금은 연구개발(2,500만 달러), 병충해 박멸(7,500만
달러), 대미국 로비 및 마케팅 자금(7,500만 달러), 그리고 주요 산림업협회
의 법적 비용(1,500만 달러) 등에 소요되었다(Industry Canada 2002;
Industry Canada 2006). SICEAI는 전체 침엽수산업 지원기금에서 약 1/3
을 차지하는바, 가장 핵심적인 지원수단이었다. 이는 침엽수산업이 특정 지
역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침엽수산업 및 공동체 경제조정계획(SICEAI)
가. 운영 구조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가 SICEAI을 총괄하며, 업무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의회에 대한 보고를 책임진다. 산업청(Industry Canada)이 SICEA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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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재원을 조달하며, 지역개발사무소(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는 자금 집행을 담당한다. 지역개발사무소는 각 지역별로 다른 명칭
으로 불리는데, 서부 지역은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WD), 퀘벡 지역은 Canada Economic Development for Quebec Regions
(CED), 북부 온타리오 지역은 Feder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for Northern Ontario(FedNor)로 불린다.
지원기금은 상환(repayable) 및 비상환(non-repayable) 자금으로 나뉘며,
서부 캐나다, 퀘벡, 온타리오 3개 지역개발사무소에 대해 실직자 수를 근거
로 배분되었으며, 각 지역의 전체 프로젝트 총액에서 연방의 지원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 지역의 지역개발
사무소는 제안된 모든 프로젝트를 심사하는데, 심사 시 캐나다 산업부가 수
립한 삼림산업투자정책(Forest Industry Policy on Investment Incentives),
SICEAI 프로그램의 자체 선정기준, 그리고 각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삼림
산업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한다(Industry Canada 2006).
SICEAI 프로그램은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 및 지역개발사무소를 활용하여
운영된다. 특히 서부 캐나다의 경우 지역개발사무소가 각 공동체개발협회
(Community Futures Development Association)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이 비상환 지원금을 운용하도록 한다. 반면, 상환 지원금(융자)은 캐나다 산
업청의 최종 승인하에 서부 캐나다 지역개발사무소가 직접 운용한다. 퀘벡과
온타리오의 경우 지역개발사무소가 상환 및 비상환 지원금 모두 직접 운용
한다. 또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만 자문그룹(Minister’s Advisory
12)

Group) 이 프로그램의 전략적 목표와 대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그
룹은 승인된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전략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12) 브리티시 컬러비아 주의 지역 지도자, 기업, 산업별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2003a), Industry Canada(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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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문그룹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 없다(그림 3-1 참고).

❚ 그림 3-1. SICEAI의 운영 구조 ❚

주: 지원금은 각 지역개발사무소가 직접 운용하지만,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경우 비상환 지원금에
대해서는 각 공동체개발협회(Community Futures Development Associations)가 운용하도록 함.
자료: Industry Canada(200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지원 대상
SICEAI는 미․캐나다 무역 분쟁으로 인해 고용 손실을 겪고,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림지역 공동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SICEAI는 미국이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
과하기 시작한 2002년 5월 22일 이후 제재업, 벌채업, 재가공업 등의 분야
에서 실직사태를 겪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를 입은 개인을 대상으
로 한 제도가 아니다. 지원은 프로젝트 단위로 제공되며, 프로젝트를 개발하
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공동체 내의 삼림 산업계, 이해관계단체,
그 밖의 토착 지역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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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승인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고용 유지보다는 고용 창출이다. 이
에 따라 프로젝트는 공동체 경제의 다양화와 공동체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인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지역경제의 다양화). 둘째, 공동체 경제계획
수립, 지역개발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여타 산업 개발, 인력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공동체 역
량 개발). 지역경제 다양화의 테두리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는, 공동체 경제
의 발전과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경제 인프라(방문자센터, 시설물, 교
통, 통신수단, 정보기술, 마케팅 등)에 접근하거나 이를 개발하는 내용을 포
함할 수 있다. 제안되는 프로젝트는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프로젝트 심사 과정에서 고용 유지도 고려하지만, 고용 창출에 보다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경우 모든 신청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고용 창출의 목표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원 대상은 첫째,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공동
체, 둘째, 중소 규모의 산림 기업과 인디언 등 원주민 공동체(First Nations
Community),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셋째, 관광과 같은 전
략적 프로젝트 등이다. 각 프로젝트는 개별 제안의 품질과 적합성을 고려하
여 선정되었으며, 각 프로젝트별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목표, 시간표, 매칭
펀드 등이 설정되었다. 단, 다수의 중소 공동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로
그램은 가급적 많은 숫자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경우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가 승인되기도 했
는데, 그 프로젝트가 광범위한 지역의 고용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퀘벡 주에서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용 유지 및 창출 목표
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진척 정도를 관리하였다. 퀘벡 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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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사태를 겪은 제재소가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
였으나,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이 이들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현지 공
무원이 제안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진행 과정 및 종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가급적 지원 기준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
하고 유연하게 적용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퀘벡 주와 유사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는 시작 단계에서 산업 분야별로 지원 비중을 결정
하였으며,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고용 유지 및 창출 계획을 명시하도록 규
정하였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역시 지원 기준을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하
였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공항
이나 도로 건설과 같이 단기적 고용만 발생하는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프린스 조지 공항과 같이 지역 관광산업과 영
화산업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승인되었다(Namaio 2003;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2003b).
각 주별로 프로젝트 심사 및 선정 절차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퀘벡과 온타리오 주의 지역개발사무소는 경쟁적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
다. 지역개발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은 준비 중인 프로젝트 가운데 정해진 기
한 내에 완료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한다.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담당 공
무원은 제안서 작성 단계부터 신청자와 협력한다. 프로젝트 계획에 결점이
발견되면 신청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제안서를 수정하도록 한다. 또한 유사
한 프로젝트 신청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권한다. 제안서에는 일자리 창출 계
획 또는 공동체 역량 강화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양자를 모두 명시해야 할
수도 있다). 완성된 제안서는 지역개발사무소장에게 제출된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50만 달러 이하의 프로젝트는 지역개발사무소가 지원을 결정하지만, 그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산업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퀘벡 주의 경우
2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는 산업청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는 프로젝트 선정 시 경쟁적 절차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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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약 1,100여 통의 의향서가 제출되었다). 1단계에서 공동체개발
협회는 기본적인 자격 기준에 따라서 의향서를 심사한다. 1단계를 통과한 프
로젝트는 2단계에서 협회가 시행하는 다른 융자 프로그램과 동일한 심사 절
차를 거친다. 즉 공동체개발협회가 신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융자 자격심사
나 비영리 기관이나 산업협회의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준하여 심사한다. 심
사에는 해당 공동체의 실업 충격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 예산 및 소요 비용
에 대한 상세한 심사, 비상환 지원 대상으로서 적합성 여부 심사, 환경 영향
평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수익성 심
사, 위험도 평가 등이 포함된다. 2단계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3단계 품
질 보증 심사로 넘어간다. 3단계에서는 프로젝트가 SICEAI 프로그램의 기
준과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 공동체개발협회와 각 지역의 공동체개발협회가 공동으로
지역경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패널을 설치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그리
고 상환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청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Namaio
2003; Industry Canada 2006).

다. 지원 내용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원은 상환 및 비상환 자금으로 나뉘며, 각 지
역의 전체 프로젝트 총액에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 약 540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
면, 온타리오 주 72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서부 캐나다) 145개, 퀘벡 주
325개 등으로 분포되었다(2005년 4월 30일 현재). 퀘벡 주가 다른 2개 주
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숫자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지만, 10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경우
10만~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50% 가까이 차지하는 반면, 1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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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프로젝트는 약 35%를 차지하였다. 각 프로젝트별로 지원 기간은 다
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3년 이내로 정해졌다.

❚ 표 3-1. SICEAI 지원 현황(2005년 4월 30일 현재) ❚
(단위: 달러, 건(개) 수)

온타리오
(FedNor)

서부 캐나다
(WD)

퀘벡
(CED-Q)

총계

2002~03년

지출

100,000

-

-

100,000
309

2003~04년
12

122

175

추가적인 투자금 차입

6,606,950

94,700,000

82,892,259

지출

1,972,000

6,934,557

15,508,839

24,415,396

24

2,207

2,671

4,902

60

23

150

233

승인 프로젝트 수

유지․창출된 일자리 수
2004~05년

승인 프로젝트 수
추가적인 투자금 차입

31,090,875

지출

12,513,425

36,820,181

17,586,944

66,920,550

675

293

1,551

2,519

고용 유지 및 창출

32,539,974

SICEAI 프로그램 총계
72

145

325

542

추가적인 투자금 차입

37,697,825

95,005,654

115,046,233

247,749,712

지출

14,585,425

43,754,738

33,095,783

91,435,946

699

2,500

4,222

승인 프로젝트 수

고용 유지 및 창출
일자리당 SICEAI 비용

7,421
12,321

주: 유지․창출된 일자리 수에는 예상 또는 목표치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Industry Canada(2006).

라. 운영 성과와 사례
[그림 3-2]와 같이 3개 지역 모두 삼림산업 이외 분야에서의 다양화 프로
젝트가 건수 및 지원금액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삼림산
업의 다양화 프로젝트는 총 지원금액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서의 다양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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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에 훨씬 못 미쳤다. 이와 같이 SICEAI는 삼림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
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나, 다른 산업 분야로의 지역경제 다양화에 더욱 초점
을 맞춘 지원제도로 평가된다.

❚ 그림 3-2. SICEAI 프로젝트 종류별 건수 및 지원금액 비중 ❚
(단위: %)

프로젝트 종류별 건수 비중

프로젝트 종류별 지원금액 비중

자료: Industry Canada(2006).

프로그램 신청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SICEAI 프로그램은 성공
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비교적 짧은 3년 동안에 진행되어
지역경제의 체질 변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청자들은 회
의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충격의 완화
효과에 대해 ‘성공적’ 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한 신청자는 44%인
반면, 공동체의 경제 다각화와 구조조정 지원에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한 지원
자는 75%에 달하였다(Industry Canada 2006). 이러한 결과가 나온 까닭은
이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피해보상보다는 지역경제 차원의 다각화와 역량 강
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SICEAI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경제 다각화에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삼림산업 가운데서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
야로의 전환, 또는 다른 산업 분야(관광, 기술, 제조업, 전기발전 등)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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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 유지 및 증가가 중요한
효과로 꼽혔다. 그 밖에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는 정신을 제고하고,
지역 협력과 자부심을 촉진하는 등 간접적인 효과(특히 박물관과 같은 지역
문화시설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지역경
제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전체 지원액의 6%에 불과하고 프로젝트 수도 많
지 않아(전체 프로젝트 수의 약 14%)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정치에 의하면, 조사 시점까지 SICEAI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
출된 일자리의 수는 약 2,500개, 유지된 일자리 수는 약 4,000개로 추산된
다. 또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3년 이후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약 4,000개
로 예상된다. 반면 유지되는 일자리 수는 약 2,800개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
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후에도 발생할 산림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감안한
것이다(표 3-2 참고). 또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세
입 규모는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약 6억 4,600만 달러, 유지되는 세입 규
모는 약 4억 9,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 표 3-2. SICEAI 프로그램으로 인해 창출․유지되는 일자리 수 ❚
(단위: 개)

목표치
최소

현재
추정치

최소

프로그램 종료 시점
추정치

718

3,146

500

2,552

직접 유지

423

2,230

1,033

중간 합계

1,140

5,376

1,533

간접 창출

308

1,089

간접 유지

239

1,109

중간 합계

548
1,688

직접 창출

총계

최소

추정치

1,044

3,926

4,036

719

2,845

6,638

1,763

6,770

232

850

389

1,427

572

1,500

163

740

2,199

804

2,350

551

2,167

7,575

2,337

8,988

2,314

8,937

자료: Industry Canada(2006).

SICEAI 프로그램의 지원은 각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규모의 50%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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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외의 매칭 펀드를
통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프로그램의 전체 지
원금 1억 1,000만 달러의 225%에 달하는 2억 4,700만 달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금 대비 추가적인 투자 규모는 약 230%
였으며, SICEAI 프로그램이 없었을 경우 유치가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당 ‘순
투자’ 규모는 지원금액 대비 약 157%로 추산된다.

❚ 표 3-3. SICEAI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당 평균 투자유치 규모 ❚
(단위: 천 달러)

출자자

실제 투자 규모

프로그램 미시행 시 추정
투자 규모

SICEAI 프로그램

224

0

순 투자 규모
N/A

신청자 출자

260

165

95

기타 파트너의 투자

280

167

113

총 계

846

329

208

자료: Industry Canada(2006).

SICEAI 프로그램의 비용대비 효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SICEAI 운영 결과, 대략적인 일자리 당 소요 비용은 약 12,000달러(직접적
으로 창출 및 유지되는 일자리 전체),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한 개당 소
요 비용은 약 16,000달러로 추정되었다(Industry Canada 2006). 특히 기존
의 전문성, 지역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등을 보유한 지역개발사무소가 프로
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되
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개발사무소 직원들 가운데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탈
중앙화한 것이 비용 감축에 기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보다 엄격한
틀을 갖춘 중앙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에 비해 지역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
는 SICEAI가 오히려 각종 행정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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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2003년 10월 16일 캐나다 정부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역
13)

공동체의 11개 프로젝트에 대해 48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결정하였다.

지

원의 대다수가 삼림산업 이외의 분야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 대해 이루어졌음
14)

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및 지원 내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나마이오 시(city of Namaio): 밴쿠버 컨퍼런스 센터(Vancouver Island
Conference Centre) 건립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컨퍼런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장․단기 고용 확대 및 관광 증대에 기여
북 카리부(North Cariboo): 퀘스넬(Quesnel) 지역 카리부 스키 여행 클
럽(Cariboo Ski Touring Club)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시설 확충을 위해
20,550달러를 지원하여 틈새시장 발굴 및 2010년 동계 올림픽에 연계
퍼시픽 노스웨스트(Pacific Northwest): 북부 연안 수질․생물독소 프로
그램 협회(North Coast Water Quality and Biotoxin Program Society)
에 63,610달러를 지원하여 북부 연안의 갑각류어업 발전에 기여
퍼시픽 노스웨스트(Pacific Northwest): 프린스 루퍼트(Prince Rupert)
항만공사에 80만 달러를 지원하여 항만 개축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고용 창출, 물류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 관련 공동체들과
민간 운송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피스 리아드(Peace Liard): 모벌리 호수 지역의 문화유산 마을 건립에
41,000달러를 지원하여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
프레이저 포트 조지(Fraser Fort George): 프린스 조지 공항공사의 총
556만 달러의 통관 설비 건립비용 가운데 185만 달러를 지원하여 프린
스 조지 공항이 국제적인 화물 선적 및 여행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13) 지원 내용은 2003년 10월 16일 시점으로 지원이 결정된 프로젝트에 한정된 것이다.
14) Namaio(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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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이 사업에는 국제 비행운송사, 화물운송업자, 지역 기업, 연방정부
가 참여
테라스 시(city of Terrace): 시내 중심가의 관광 게이트웨이를 설립하
는 데(총 예산 87만 8,025달러) 30만 6,909달러를 지원. 시내 중심가의
옛 건물을 관광시설로 개축
슈스왑(Shuswap): 설상차 궤도 시설 개수(총 예산 25만 7,539달러)에
11만 3,000달러를 지원하여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
수익 증대
북부 오카나간(North Okanagan): 공항 교육훈련 위원회의 기술교육 프
로그램(총 예산 127만 6,500달러) 수립에 대하여 21만 3,250달러를 지
원. 이 사업은 지역 교육기관이 강력히 요구하여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
역의 항공산업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선 컨트리(Sun Country): 시내 중심가에 비취 기념관(jade monuments)
건립에 20,650달러를 지원하여 그동안 삼림산업에 의존하였던 해당 지
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산업 다양화 도모
슈스왑(Shuswap): 새먼 암 디스트릭트(Salmon Arm District)의 슈스왑
호수변 보도 건설(총 예산 1백 4만 3,170달러)에 43만 7,500달러를 지
원하여 시내 교통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거주환경과 관광업 발전
보다 구체적으로 프레이저 포트 조지 지역에 대한 SICEAI 기금 지원 내
용을 살펴보자. SICEAI 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프린스
조지 공항의 통관 설비 확장 설립 외에 뉴 칼레도니아 대학의 설비 및 교수
인원 확충 및 기타 관광시설 확충, 그리고 삼림기업(맥브라이드 삼림산업 주
식회사)의 설비 확충 등 8개가 있다(표 3-4 참고). SICEAI의 지원은 이와
같이 지역경제의 다각화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이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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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 표 3-4. 프레이저 포트 조지 지역의 SICEAI 지원 프로젝트 내역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목적

Prince George - 현장 통관 설비 건립
Airport Authority - 글로벌 운송산업 기반 구축
University of New
Caledonia

- Trades and Technical Training
Centre 설립
- 지역 인력개발

총예산 및 지원 금액
- 총 예산 556만 달러
- 185만 달러 지원
- 총 예산 557만 7,649달러
- 109만 9,137달러 지원

Initiative Prince
- 관광 인프라 확충
George: Tourism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Prince George

- 총 예산 26만 5,000달러
- 7만 달러 지원

Initiative Prince
George: Film
Prince George

- 디지털 영화 제작 인프라 확충
- 지역 사진 및 영화산업 활성화

- 총 1만 8,400달러
- 9,000달러 지원

- 지역 위락시설 확충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총 10만 달러
- 5만 달러 지원

Village of
Valemount
Tsay Keh Dene
Band

- 침엽수 산업 피해에 따른 지원
- 총 6만 6,359달러
- 침엽수 산업 피해에 따른 고용 창출 등
- 4만 9,769달러 지원
지역경제 적응력 강화

Prince George
Railway Forest
Museum

- ‘Cottonwood Island Express’를 건립
- 총 84만 3,609달러
하여 박물관의 접근성 강화
- 24만 6,220달러 지원
- 지역 교통 및 관광산업 활성화

McBride Forest
Industries Ltd.

- 해당 업체의 설비 강화
- 지역 고용 유지 및 확충

- 총 785만 8,596달러 지원
- 279만 5,000달러 지원(융자 지원)

자료: Fraser Fort George Community Futures and Development Corporation 웹사이트.

3. 평가
SICEAI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캐나다 산업청은 설문조사 등 다각도의 분
석을 토대로 SICEAI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였다(Industry Canada 2006).
이 절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SICEAI의 성과를 평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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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의 적절성
캐나다 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SICEAI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필요에 적
절히 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경제 다각화에 치중하
여 정작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적상 일견 역설적인 결과로 보일 수 있으나, 피
해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일종의 보조금으로 판단되어 WTO 규정을 위반할
15)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목재 관련 업체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주로 관광 등 서비스업에 치중되
어 있는데, 침엽수 목재업에 종사하던 실직자의 기존 임금에 비해 낮은 수준
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가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기존 목재 관련 일자
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 상당수가 목재업에서 발생한 실직자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점
으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SICEAI 지원 기준에 의하면 펄프나 제지업과 같
은 파생산업에 의존하는 공동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지역경제 다각화를 주된 목표로 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
원 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지원금을 짧은 기간 내에
소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경제 다각화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무리가 따른 경우가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에 종료되어야 하는 한 프로젝트의 경우 시한을 맞추기 위해 한

15) SICEAI 운영 과정에서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지원은 철저히 배제하였다. 당시
미국이 캐나다 정부가 침엽수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캐
나다 정부는 WTO 위반 보조금에 대해서 더욱 민감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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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짧아서 지역개발사무소가 소관 공동체의 수요
에 대해 전문성을 쌓기가 힘들었다. 대부분의 지역개발사무소는 프로젝트 개
발을 위해 해당 공동체와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였는
데, 지원 기간이 너무 짧아 이들이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승인된 프로젝트 가운데 72%는 SICEAI 지원이 없었더라면 전혀 진행되
지 못했거나 상당히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지역단위의 경
제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성이 있으나, SICEAI 프로그램은 여타 지역경제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보다 넓은 범위와 규모의 지원을 가능케 한 것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산업청이 지역개발사무소에 자금 활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개발사무소가 직접 자금 지원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공동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프로젝트 심사 및 선정의 세부적인 목적과 기준에 대해 운영 초기 다소
혼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적절히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선정 기준을 지역 수요에 적
합하도록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이는 지역개발사무소가 해당 지역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와 같이 SICEAI가 피해 업체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다각화에 초점을 맞
추었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이 발생하였다. 즉 프로그램의 명칭 상으로는
침엽수 목재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
이 아닌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다.
SICEAI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힌 것은 지역 주도로 운
영되었다는 점이다. 지역개발사무소들이 소관 지역 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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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바,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운영 초기
캐나다 산업청과 지역개발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
서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다. 종합
캐나다의 SICEAI는 무역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이지만, 그 내용은 지역산
업 발전정책에 가깝다. 즉 침엽수 목재업 관련 피해보상 차원의 프로젝트도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고, 지역경제 다각화 프로젝트가 대종을 이루고 있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엽수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별도로 개별 실직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단위의 지원정책
인 SICEAI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경제의 체질 전환에 주안점
을 맞추었다. 따라서 단순화해서 본다면, 지원정책이 이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역피해 지원이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필수적이지만, 궁극적으
로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의 업종 전환, 고부가 가치화 등 구조조정을 촉
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SICEAI는 우수한 제도로 평
가할 수 있다. EU의 유럽구조기금과 다음에서 살펴볼 미국의 공동체 TAA
역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ICEAI는 경제다각화 정책이 흔히 겪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음
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실직한 근로자들의 이전 임금보다 새롭게 발
생한 일자리의 임금이 현격히 낮을 경우, 피해 지원제도의 효과가 약화된다.
캐나다의 경우 새롭게 생긴 일자리가 이전의 일자리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
하고, 새로운 일자리에는 무역피해와 무관한 근로자가 다수 취업함으로써 불
만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경제다각화 정책을 포함한 각종 구조조정 정책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또한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 펄프나 제지업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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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파생산업이 집중된 지역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Consulting and Audit Canada 2007).
SICEAI는 지역공동체가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
다의 오랜 전통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개발사무소는 오랫동안 소
관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구축으로써 공동체의 수요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발굴․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해진 지원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각 지역개발사무소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해당 지
역의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중앙 행정부 역시 초
기 단계에서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 지원 기준 수립, 그리고 지원금 집행 과
정 등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SICEAI는 지역 이니셔티브가 매우 강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캐나다 산업청의 평가보고서(Industry Canada.
2006) 역시 각 지역개발사무소가 이미 갖추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이 프로그
램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행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성격의 지역경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의 발전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막
상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구조조정 정책을 시작할 경우 대응이 이
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 행정
부 차원의 대응책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경제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에서 지방과 중앙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지원의 목표와 각 지역의 수요 사이에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다하게 중앙 집중적인 제
도를 시행할 경우 지역별로 상이한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
면, 과도하게 지역별 수요에 맞추다 보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과도한 행
정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캐나다의 경우 각 지역별로 상당히 융통성 있게
지원 기준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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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석하여 지원에 차질을 빚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중앙과 지역 사이의 권한과 책임의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시행 초기에 중앙과 지역 사이에 권한과 책임의 구분과 그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분명히 이루어지 않아 제도 운용에 혼선이 있었다. 예를 들어 브리티
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지역개발사무소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경제개발협회
가 운영의 주체가 됨에 따라 산업청-지역개발사무소-공동체경제개발협회로
이어지는 행정 시스템의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
행정부의 시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 사이의 역할 배분과 관리
가 중요하다. 단,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상이
한 중앙집권화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역량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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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

1. 개관
미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지원해 주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운영하고 있다. TAA는 1962년 무역확
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몇 차례
16)

의 개정을 거쳤으며,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된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를 도입하면서 그
가운데 한 부분인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기존의 지원 내
용이 개선․강화되었고(글상자 4-1 참고. Theberge and Elwell 2009), 아울
러 공동체 무역조정지원제도(Community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이
하 공동체 TAA)라는 명칭의 새로운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가 도입되
었다. 이 제도는 2010년 1월 11일 발효되었다(EDA 2009).

16) 자세한 내용은 Baicker and Rehavi(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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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의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4장은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NAFTA 체결 직후 1993년 통과된 NAFTA 이행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에 따라 NAFTATAA을 도입하면서, 별도로 지역단위의 무역피해를 지원하는 공동체 구조조
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Community Adjustment and Investment
Program)을 운영했다. 1997~2000년간 CAIP를 통해 약 2억 5,700만 달러
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2000년 한 해 NAFTA-TAA를 통해 근로자
에게 지원된 3억 5,900억 달러(소득 지원에 2억 5,500만 달러, 교육훈련 지
원에 1억 400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GAO(2001b))의 약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프로그램은 NAFTA- TAA와 마찬가지로 NAFTA로 인한 무역
피해에 한정된 지원제도였으며(GAO 2000), NAFTA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
기 위한 임시방편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다.
반면 2010년 1월 기존 TAA의 일부로 새롭게 도입된 공동체 TAA는 일
반적인 무역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원 대상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정된 미국의 TAA 하에서도 근
로자 지원이 근간을 이루지만, 지역단위 지원제도에 소요된 예산은 기업 지원
제도의 두 배 이상인바(2010년 기준), 그 비중과 중요성이 높다(3절 참고).
이 장에서는 미국이 무역피해와 관련된 지역단위 지원제도로 운영한
CAIP와 최근 도입한 공동체 TAA의 제도적 구조와 운영 실태, 성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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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4-1. 2009년 TAA 개정의 주요 내용 ❚
․ 서비스 및 공공분야 근로자로 지원 대상 확대
․ 교육훈련 지원금 확대
․ 공동체 TAA 도입
․ 부품 공급업체도 무역피해 기업에 포함
․ 불공정 무역 및 수입 증가를 겪는 근로자를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기업 TAA 지원금 확대 및 농민 TAA 지원 자격 규정 합리화
․ 교육훈련 선택권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 개선
․ 노동부 내 무역조정지원사무소(Office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설립: 지원 자격 심
사, 기술 지원, 지원혜택 소개 등의 업무 담당

2.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CAIP는 1993년 의회에서 통과된 NAFTA 이행법의 일부로, NAFTA
체결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최초 2,25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TAA
및 NAFTA-TAA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원된 2억 1,510만 달러의 약 10.5%
17)

에 해당하는 규모다(GAO 2001b).

재무부를 의장으로 하는 정부 부처 간
18)

위원회가 운영하는 북미개발은행(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이
그 자금을 관리한다. 그러나 북미개발은행은 CAIP의 재정 및 프로그램에 대
한 감독권을 갖지 않는다. CAIP는 농무부와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과 융자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연방 융자 보증을 제
공하며, 또한 직접 융자 및 보조금 지급제도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의 기본적

17) CAIP의 이름으로 투입된 자금 규모는 1997년 9월~2000년 6월간 약 2억 5,700만 달러로, 초기 예산
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자금 집행이 융자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18) 북미개발은행은 미국과 멕시코가 동등하게 출자하여 설립한 국제금융기관이다. 북미개발은행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환경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CAIP에 대한 재정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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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적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로 설정
되었다(GAO 2000; GAO 2001b).

가. 운영 구조
CAIP의 재정위원회는 융자 보증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여기에는 농무부,
상무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 소기업청 등의 차관보 또는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한다. CAIP 출범하던 1990년대 중반 미국 정부는 전반적인 예산감축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CAIP는 농무부와 소기업청 등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지방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되었다.
CAIP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1998년 5월에는 융자 소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역사무소로부터 제출된 융자 신청을 심사하였다. 소위원회는 5백
만 달러 미만의 신청 건(대부분의 신청 건은 5백만 달러 미만)만 승인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CAIP는
융자 보증 외에 직접 융자를 시작하였고, 1999~2000년간 예산이 증액 편성
되면서 보조금(grant)을 아울러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소위원회
가 구성되어 보조금 지급 신청을 심사하게 되었다. 두 소위원회는 모두 지원
심사만 담당할 뿐, 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는 융자금과 보조금의 운용에 대한 자문을 재정위원회에 제공
한다. 저소득 선거구민이 포함된 공동체 그룹의 대표(대통령 임명), 민간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용의 지침을 개발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자문위원회는 1995년
10월 처음 소집되어 1년에 한 번씩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CAIP의 운영 상황
을 점검하였다. 자문위원회와 더불어 옴부즈맨이 임명되는데, 옴부즈맨은
CAIP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감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
로 인해 옴부즈맨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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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3년을 소요하였다. 이 기
간 동안 재정위원회는 프로그램 이행방법 및 지원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였
다. 또한 북미개발은행 및 농무부, 소기업청과 융자 보증 파트너십을 구축하
였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제 집행은 1997년 하반기부터 가능하였다. 재
정위원회에는 6개 연방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참여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는
데 시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은 1999년 10월에 공지되었고, 신
청 시한은 2000년 1월까지로 정해졌다. 보조금 지급은 2000년 3월에 마칠
계획이었으나 같은 해 8월 1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는데, 이는 보조금 지
원에 대한 우려와 위원회 회의의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직접 융
자의 경우에도 재정위원회는 1999년 10월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해 1월 승
인 절차를 마쳤으나, 집행은 8월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간상의 지연
은 신청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데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GAO 2000).

❚ 그림 4-1. CAIP의 운영 구조 ❚

자료: GA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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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대상
CAIP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county)이 1) NAFTA로 인해 현저
한 실업 상황에 처해 있고, 2) 이러한 실직 상황에 대응하여 경제적인 조정
을 위한 이행 지원을 필요로 해야 한다. NAFTA로 인한 군별 실업률은 노
동부가 집계하는 지역 실업 통계를 사용하여 파악한다. 현저한 실업이란 36
개월 동안 도시지역의 경우 NAFTA로 인한 실직자의 수가 500명 이상, 농
촌지역의 경우 3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행 지원 필요성에 대한 판
단은 해당 군의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전국 평균의 1% 이상을 상회하
는지 여부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지원 기간은 당초 36개월로 정해졌으나
1999년 3월 12개월로 축소되었고,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심사하여 12개
월 동안 지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CAIP는 두 가지 추가적인 신청 자격을 규정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멕시코 접경지대의 군을 신청 대상으로 정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위
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군이 NAFTA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다.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업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이전함으로써 실직이 발생하거나 두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 신청 자격을 갖출 경우 이 사실은 하원에 통보되지만, 그 지역
에 직접 통보되지는 않는다. 해당 군이 지원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노동
부의 실업 데이터 및 신청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 보
조금 지원이 도입되면서 신청 자격을 갖춘 군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통지한 바
있다. 지원 내용에 대한 광고는 대부분 농무부 또는 소기업청의 지역사무소 및
이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로스엔젤
리스 CAIP 사무소의 경우 지원 내용을 공지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고, 캘
리포니아대학교의 북미 통합 및 개발 센터(North American Integration and

66│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Development Center)와 연계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 및 무역
잡지 등을 통해 CAIP를 광고하였다(GAO 2000; GAO 2001b).

다. 지원 내용
CAIP의 지원은 융자 보증, 직접 융자,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CAIP의 융자 보증은 기존의 농무부 및 소기업청의 연방 융자 보증 프로그
19)

램을 통해 제공된다.

이를 통해 CAIP는 농무부와 소기업청이 쌓아온 지역

인프라와 축적된 보험 운용능력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증 수수료
와 보조금 비용(subsidy cost) 및 행정 비용을 지불한다. 기본적인 신청 자
격은 기존의 농무부 및 소기업청의 융자 보증 신청 자격과 동일하나, 여기에
추가적인 요건이 부과된다. 첫째, 융자자는 대부분의 융자금을 새로운 시설
개발, 기존 시설의 확대,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출해야 하며, 둘
째, 수혜 프로젝트는 24개월 이내에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해야 하며, 셋째, 수혜 프로젝트는 70,000달러당 최소 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해야 한다.
직접 융자는 위의 융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대
상으로 한다. 1997년 도입된 이래 2개의 사업에 2백만 달러가 CAIP를 통
해 대출되었다. 하나는 텍사스 주의 엘파소(El Paso) 상공회의소에 지급되었
는데, 이전 리바이스 공장 건물을 개수하여 인력 개발 및 기업 지원센터 건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다른 하나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비영리기
업인 캘리포니아 연안농촌개발회사(California Coastal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지급되었다.

19) CAIP는 농무부의 기업 및 산업 보증 융자 프로그램(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
Program) 및 소기업청의 융자 보증 프로그램(Loan Guarantee Program)과 대출 파트너십을 체결하
였다. GAO(2000,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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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프로그램은 1999년 10월 출범하였다. 보조금은 프로젝트나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NAFTA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군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한다. 재정위원회는 이 지원의 도입에 앞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60만 달러를 1개 군에 지급한 바 있다. 이 보조금은 NAFTA의 영향을 받
은 지역의 실직자의 직업훈련 프로젝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GAO 2000;
GAO 2001b).
CAIP는 재정 지원의 성과에 대해서 관리하지는 않는다. 즉, 군별로 지급
한 지원 금액은 파악이 되지만, 그것이 거둔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지는 않
는다. 이는 CAIP의 지원에 의한 고용 증가를 다른 요인(예를 들어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인한 성과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CAIP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미국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는 2000~01년간 CAIP에 관한
일련의 보고서(GAO 2000; GAO 2001a; GAO 2001b)를 발표한 바 있는
데, 이 절에서는 이들을 토대로 CAIP의 성과를 가늠하고자 한다. 지원이 집
중된 1997년 9월~2000년 6월간 CAIP를 통해 약 2억 5,700만 달러의 자금
이 집행되었으며, 이 시점에서는 직접 융자와 보조금의 시행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 지출은 융자 보증 형태였다. 이 기간 중 융자 보증으
로 지출된 금액은 약 2억 5,400만 달러이며 건수는 306건이었다. 건 당 평
균 지출액은 약 69만 달러로 건당 지원 액수는 크지 않다.
GAO(2000)의 현지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CAIP를 통한 융자 보증은 대
출자들에게 추가적인 자금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여타 지역 지원
금이 일반적으로 연초에 소진되는 반면, CAIP를 통한 대출 보증은 연간 어
느 때나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융자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재원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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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융자 수수료(대출금의 약 2~3%)가 없는 것도 융자자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GAO(2001a)는 무역피해를 입은 6개 군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실시하
20)

였다.

6개 군 가운데 엘파소는 CAIP를 통해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

다. 엘파소는 약 3,870만 달러의 융자 보증과 두 건의 직접 융자(각각 1백
만 달러, 18만 달러 규모), 그리고 9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캘리포니
아 주의 왓슨빌(Watsonville)의 경우 260만 달러의 융자 보증 혜택을 받았
으며, 버지니아 주의 마틴스빌(Martinsville)은 2개의 융자 보증으로 총 60
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루이지애나 주의 니어쿠샤타(Near Coushatta)는 41
만 3,000달러의 융자 보증 지원을 받았다. 다음에서는 CAIP 지원을 받은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받은 2개 지역, 엘파소와 왓슨빌의 사례
를 살펴보도록 한다.
❚ 표 4-1. 지역단위 구조조정 지원을 받은 6개 군 사례(회계연도 1995~2001년 초) ❚
(단위: 천 달러)
Washington/
Martinsville/
Watsonville Coushatta
Owosso El Paso
Chocowinity
Henry County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시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CAIP 융자 보증

2,598

413

0

0 38,693

CAIP 직접 대출

0

0

0

0

CAIP 보조금

0

0

0

0

6,050

0

0

500

0

0

9,148

413

0

EDA

기타 연방 지원
합계

합계

600

42,304

1,180

0

1,180

900

0

900

0

2,975

1,460

10,485

3,000

750

450

4,700

3,000 44,498

2,510

59,569

주: 1) 위의 표에는 무역 관련 실직과 공장 폐쇄에 관련된 지원금만 포함(단, 사례조사 지역 모두 기업
TAA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제외함).
2) Couchatta는 CAIP 지원을 받았으나, 이는 Coushatta의 무역 관련 실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
웃 지역(Near Coushatta)에서 사용됨.
자료: GAO(2001a).

20) GAO(2001)의 6개 사례는 김승택 외(2007)의 <부록 1>에서 간단히 소개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그
가운데 CAIP 지원을 받은 지역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69

제4장 미국 │

1) 텍사스 주 엘파소
인구 56만 명(2000년 현재)의 텍사스 제4위 도시인 엘파소는 1994년 현
재 지역 내 5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가운데 약 절반이 봉제․의류 산업 종
사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NAFTA 체결 이후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이전하
면서 봉제․의류 산업 종사자들 다수 및 기타 제조업 종사자가 실직하였기
때문에 엘파소는 NAFTA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승인되었다. 실직자
들 가운데는 고졸 이하 학력의 히스패닉계 여성들이 많았으며, 영어 활용에
능숙치 않은 40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엘파소에 새로운 일
자리가 창출되고 있었지만, 이 일자리들은 고졸 이상의 학력과 능숙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재교육을 포함한 실직자 대상의 고
용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NAFTA-TAA 프로그램의 소득 보전 및 실직자 훈련 프로그램
이 제공되었다. 또한 텍사스 주에서는 엘파소 재고용 파일럿 프로젝트(El
Paso Remployment Pilot Project)를 출범시켜서 TAA 혜택이 종료된 상태
에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5,500만 달러의 자금을 행정, 재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제공에 할애하였으며, 엘파소 사전 재고용 프로젝트(El Paso Proactive
Remployment Project)를 통해 4,500만 달러의 자금으로 4,500명의 실직자
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엘파소는 상무부 산하 EDA(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의 자금 지원을 받아 1999년 장기적인 지역경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계획은 엘파소의 경제가 향후 소매업, 보건, 건설 등 서비스 산업 중
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인해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 등의 기능직 근로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리바이스(Levi Strauss)가 생산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리바이스 공장
건물은 종합적인 원스톱 고용서비스 센터(One-Stop Workforce Prepa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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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및 One-Stop Capital Shop)로 개발되었다. 엘파소 상공회의소가 공
장 건물을 사들였으며, 여기에 CAIP로부터 100만 달러, 상무부 산하의 경
제개발청(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으로부터 14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건물을 개수하였다. 리바이스 역시 엘파소 상공회의소
에 2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엘파소의 경제 구조조정 사업의 핵
심 요소로 평가되었다. 특히 정부(EDA, CAIP), 지방자치단체(엘파소 상공
회의소), 그리고 민간기업(리바이스)이 협력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CAIP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지원되었다. 실직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단체
인 La Mujer Obrera는 공동체 개발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여기에는 엘파소
의 지원 외에 CAIP가 18만 달러의 직접 대출을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소기
업청의 지원금 75만 달러도 5년간 지원되었다. 또한 CAIP는 소기업청의 지
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3,87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2001년 5월 현재). 그리
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4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엘파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육훈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
을 겪었다. 관련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실직자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엘파소에 대한
CAIP 지원은 리바이스 공장의 개수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센터 설립,
민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적절히 투입되었다. 지역경제의 구조조정 과정
에서 CAIP는 노동부, EDA 등의 지원과 지자체의 자체적 투자에 대한 보조
적인 재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캘리포니아 주 왓슨빌
캘리포니아 주의 왓슨빌은 인구 4만 4,200명(2000년 현재)으로 라틴계가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며 이들의 상당수는 최근 미국으로 이주하여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왓슨빌은 멕시코, 과테말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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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수입 증가로 인해 1980년대부터 지역의 주력 산업인 냉동야채 산
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NAFTA가 체결되고 1996년 이 지역의
대형 식품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고용 악화가 가중되었다. 또한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더욱 감소하였다. 1990~99년간 이 지역의 연평
균 실업률은 16.5%에 달하였으며, 2000년에는 11.9%였다. 2000년 미국의
전체 실업률이 4%였던 것을 감안하면, 왓슨빌의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었
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당시 왓슨빌의 지역경제는 여전히 냉동
야채 가공 및 생산 공장에 크게 의존하여 약 1만 8,000명의 근로자가 냉동야
채 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였다.
왓슨빌의 근로자 가운데 대졸 이상자는 2000년 당시 11%에 불과했으며,
고졸자가 54%, 그리고 나머지는 고졸 이하였다. 따라서 기능직으로 전환하
기 위해서는 TAA 지원이 허락하는 2년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기간이 필요
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증가하는 실직자를 재취업시키기 위해 왓슨빌 시는
2001년 자전거와 스노우모빌 조립공장을 유치하였다. 또한 실직자들은 공장
육아시설, 농장, 소기업 등에도 재취업하였다.
왓슨빌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의 지원을 받았다. 왓슨빌
의 금융기관과 지역경제개발협회는 농무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융자와 보
조금을 지원받아 호텔 건설 등의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상공업 빌딩
건립을 위해 보건부로부터도 5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농무부로부터
1995년 연방 기업공동체(Federal Enterprise Communities) 중 하나로 지정
받아 10년간 3백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였다. 아울러 CAIP를 통해 200만
달러의 융자 보증을 받아 공장 육아시설 설립을 추진하였다.
EDA로부터의 지원도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다. 왓슨빌은 EDA의 공공사
업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6백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았다. 이 기금은 1) 건물 신축,
2)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3) 산업 공원, 4) 도로, 5) 상하수도 시스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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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었다. 그 밖에 EDA로부터 대학 위성 캠퍼스, 청소년 훈련센터, 도심
지의 주차시설 등의 건립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 밖에 왓슨빌은 캘
리포니아 주로부터 기업 지역(Enterprise Zone)으로 지정받아 각종 인센티브
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
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왓슨빌 지역에서는 농지를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산업시설은 도심지에 건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또한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왓슨빌 지역 개발이 향후
인근 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
였다.
왓슨빌의 경우 지역의 전반적인 산업화가 시급했기 때문에 도시 전반의
재개발이 중점적인 과제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왓슨빌은 CAIP 외에 다른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요컨대, CAIP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가운
데 활용 가능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엘파소 사례와 공통되
는 점이다.

마. 평가
CAIP는 각 지역의 재정적 수요에 일정 정도 부응하였다. CAIP는 추가적
인 자금원의 하나로 각 지역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농무부
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기업 융자 보증 프로그램(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 Program)의 경우 각 주별로 할당 예산이 연초에 모두 소
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후 추가적인 자금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CAIP는 연중 활용 가능하였기 때문에 유용한 자금원이 되었
다. 또한 보증 수수료 면제 역시 적지 않은 혜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CAIP는 6개 관련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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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수립(프로그램의 내용과 지원 자격, 지침 등 모든
사항을 결정)되고,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7년 6월 재정적 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기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모든 작업이 재정위원
회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표
에 맞추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GAO(2000)에 의하면, 이해관계
가 다른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데 상
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CAIP 지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부의 NAFTA 전환 조정지원 프
로그램(NAFTA-Transitional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을 받아야
이루어진다. 노동부의 승인은 해당 군의 실직자 수를 추산하고, 지원 대상
여부는 이를 근거로 결정된다. 그러나 NAFTA 체결로 인한 군 단위 실직자
수를 측정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NAFTA로 인한 실직자 수를 정
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NAFTA로 인한 근로자 지원을 청
원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실직자 수를 추정하기 곤란했다. 또한 2차적인 피
해를 본 업체(즉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 부속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의
실직자는 NAFTA 무역조정 지원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CAIP 지원 대
상지역을 인증하는 과정에서는 합산되지 않았다.
CAIP는 NAFTA 체결과 더불어 도입된 신설 지원제도 가운데 하나였다.
농무부, 소기업청 등에서 다양한 지역단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CAIP에 대한 홍보가 중요했다. 그러나 CAIP 지원 대상 여부가 각
군에 직접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공무원이 CAIP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각 지역의 농무부와 소기업청의 지부를 통해 CAIP
를 홍보하였으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
여 CAIP가 보조금 지원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때에는 신청 자격이 있는
각 군에 서신으로 직접 통보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신
청 자격이 있는 228개 군 가운데 83개 군만이 지원받은 배경에는 이처럼

74│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CAIP의 홍보가 취약했던 데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CAIP는 지원 이후 사후 관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다양한 경로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나
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CAIP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CAIP 자금의 성과(고용의 창출 또는 유지)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CAIP 자금이 지역의 기존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경우 그
직접적인 효과를 단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후 성과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CAIP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제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
야 한다.
CAIP의 지원 규모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기에는 불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개 프로젝트당 CAIP 지원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여타 지원 프
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 자체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CAIP는 농무부와 소기
업청의 지원제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운영되므로, 기존의 지원제도와 중
복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상당 부분의 지원은 CAIP가 없었더라
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GAO 2001b).

3. 공동체 TAA
미국 정부는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를 도입하면서 그 가운데 한 부분인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에 의거하여 TAA의 일부분으로 공동체 TAA를 도
입하였고, 이 법안은 2010년 1월 11일 발효되었다(Department of Commerce
2010). 2001년 제프 빙어만(Jeff Bingaman) 상원위원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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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동체 TAA 도입은 그동안 꾸준히 의회에서 논의되어 왔다. 빙어만이
지역단위 TAA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한 배경에는 여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의 성패는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능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요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즉 무역피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투자환경을 변화시켜 새로운 종류의 산업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osen 2008). 공동체 TAA의 예산은 3,677만 달러로, 이는
2010년 근로자 TAA에 지원된 9억 7,532만 달러(Department of Labor
2010)의 약 4%에 해당하며, 2010년 기업 TAA에 책정된 약 1,580만 달러
(Hornbeck 2011)의 2배 이상이 되는 규모다. 2009년 개정법 하에서 근로자
TAA가 중심을 이루지만, 기존의 기업 TAA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큰 지역
단위 지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동체 TAA는 상무부의 EDA(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21)

가 운영한다(EDA 2010a).

공동체 TAA는 국제무역으로 인해 실직을 겪

거나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공동체에 프로젝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보조금은 해당 공동체의 무역피
해 대응 및 경제 다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기술 지원, 계획 수
립,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에 쓰인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체 TAA 지원을
받게 된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 공동체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Grant
Program), 산업 또는 섹터 파트너십 보조금 프로그램(Industry or Sector
Partnership Grant Program), 그리고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 보조금 프로그
램(Community College and Career Training Grant Program)으로 구성된
다. 이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이 있는 지역들이 신청
서를 제출하여 EDA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즉, 자격이 있는 지역은 모두

21) EDA는 이미 높은 실업률, 낮은 일인당 소득 등을 겪고 있는 공동체나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TAA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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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거쳐 선정된 지역들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Department Commerce 2010). 그 결과, 130여 개 공동체가
지원을 신청하였고, 이 가운데 36개가 지원을 받았다(EDA 2010b).

가. 운영 구조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미국의 TAA는 근로자, 기업, 농민 그리고 공동
체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동체 TAA는 상무부 산하의 EDA가 운영
한다. EDA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역피해 기업에 대
한 기술 및 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지역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EDA는 6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공동체
TAA 기금을 운영한다. 6개의 지역사무소는 2010년 1월 현재 애틀랜타(조
지아 주), 오스틴(텍사스 주), 시카고(일리노이 주), 덴버(콜로라도 주), 필라
델피아(펜실베이니아 주), 그리고 시애틀(워싱턴 주)에 위치하고 있다. 이상의
6개 지역은 TAA 수혜 근로자의 비중을 근거로 선정되었다. TAA 수혜 대상
이 바뀔 경우 기존의 지역 배분은 조정될 수 있다(Department Commerce
2010).
공동체 TAA에 근거한 보조금은 일회의 경쟁적 응모 절차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마감일은 2010년 4월 20일이었다. 신청자는 EDA의
지역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공동체의 경제발전
전략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무역피해를 입은 공동체(Impacted
Community)로 지정되면 EDA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
로 지역경제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데 투입된다.
EDA 지역사무소는 지원 자격 여부, 제출된 서류의 양식 준수 등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고, 심사 패널을 소집하여 신청서를 심사한다. 심사 패널은 최
소 3인의 EDA 직원과 그 밖에 정부 각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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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사 패널의 채점 결과는 지역사무소의 투자심
사위원회(IRC: Investment Review Committee)에 제출된다. IRC는 이를
검토하여 지역사무소의 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 패널에 재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역사무소의 소장은 심사 패널의
심사 결과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고 해당 지역의 여건
을 고려하여 수혜 대상자를 선발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그 이유를 문서
로 작성해서 심사 패널에 알려야 한다. 수혜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향후 지원 규모의 확대, 기간 연장 등은 상무부와 EDA가 결정한
다. 수혜 지역은 재정 및 실적 보고서를 EDA에 제출해야 한다.

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되는 공동체는 1974년 무역법 271조에 따라 “시, 군 및 해당
주의 정치적 하위구획 또는 해당 주의 정치적 하위구획들의 조합”을 의미한
22)

다.

또한 EDA가 지정한 경제발전구역(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EDDs)의 활동을 조정․이행하는 지역위원회(District Organizations)도 공동
체 TAA에 지원할 수 있다(Department of Commerce 2010).
해당 지역이 공동체 TAA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TAA, 기업 TAA 또는 농민 TAA 가운데 하나 이상의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인증(Cognizable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한다. 즉 해당 공동체의 근로자,
기업, 또는 농민이 TAA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단, 몇 개 군들이 조합을
이룬 경우 한 개 이상의 군이 TAA 인증을 받으면 된다. EDA는 이에 근거
하여 해당 공동체가 공동체 TAA 신청 가능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
이 EDA는 공동체의 고용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

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city, county, or other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r a consortium
of political subdivisions of a State.” United States Congress(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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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기에는 노동부가 관리하는 근로자 TAA 군별 실직 데이터(TAA for
Workers Significantly Impacted County List)를 근거로 활용한다. 해당 지
역이 공동체 TAA 지원 대상(Impacted Communities)으로 결정되면, EDA
는 그 결과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군에도 통지한다.
공동체 TAA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이를 근거로 공동체
TAA 지원에 응모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심사는 다음의 여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여섯 가지 기준에는 각각 가중치가 적용된
다. 첫째, 중소 규모의 공동체(인구 10만 이하)에 대한 투자에 우선 지원한
다(가중치 20%). 그러나 인구 10만 이상의 공동체도 TAA 인증을 받았다면
지원 가능하다. 둘째, 가장 심각하게 충격을 받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투자에
우선권이 주어진다(가중치 20%). 충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저하게 충
격을 받은(significantly impacted) 공동체와 심각하게 충격을 받은(severely
impacted) 공동체를 구분한다. 현저한 충격은 노동인구 천 명당 TAA 지원
대상 근로자가 8.25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심각한 충격은 노동인구 천
명당 TAA 지원 대상 근로자가 28명 이상인 경우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피
해 정도가 큰 공동체일수록 지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에 우선 지원한다(가중치 20%). 성과는 고용
창출 및 유지, 민관 파트너십 촉진,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넷째, 지역 클러스터 전략, 혁신, 기업가정신을 지원하는 투자를
우선 선정한다(가중치 20%). 이는 기존의 연방, 주, 또는 지역 차원의 발전
계획에 대한 부합 여부, 지역 클러스터 육성, 기술 상용화 촉진 여부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 다섯째, 글로벌 무역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우
선 지원한다(가중치 15%). 이 기준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매출액이 2배 이
상 증가한 근로자 500명 미만의 고성장․고잠재력 기업, 또는 현저한 수출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여섯째, 녹색 경제를 증진시키는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가중치 5%).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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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재활용 등의 촉진, 환경친화적 공정 개
선, 환경친화적 건물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한다.

다. 지원 내용
공동체 TAA 대상 지역으로 결정되면, 해당 공동체는 EDA로부터 기술적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 지원은 주로 해당 공동체가 공동체 경제발전
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공된다.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동체는 정부 부처 및 그 지역의 기업, 투자위원회, 교육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974년 무역법 276조). 전략계획은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발전계획(특히 EDA의 종합 경제발전전략,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약칭 CEDS)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EDA는 이 과정에서 소요 비용의 75%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EDA는 일개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규모를 평균 7만 5천~20
만 달러, 지원 기간은 12개월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행 보조금(Implementation Grants)은 이 전략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인프라 개선, 시장 및 산업 분석, 기
술 지원, 공공 서비스, 직업훈련 및 기타 사업을 포함한다. EDA는 프로젝트
에 소요되는 비용의 95%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적어도 5%는 공동체가 부
담해야 한다. EDA는 1개 전략계획의 이행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를 약 70
만~3백 50만 달러, 지원 기간은 12~36개월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두 가지의 주요 지원 외에 EDA는 산업 및 분야 파트너십 보조금
23)

(Industry and Sector Partnership Grant)을 운영한다.

공동체 TAA 지역

으로 선정된 지역의 기업, 근로자, 인력개발 및 교육기관 등이 파트너십을

23) 이 프로그램은 상기 절차 및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도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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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용도는 1) 산업의 기능 수급구조 파악,
2)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개발, 3) 특정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 4) 해당 기업의 근로자 재교육 지원 등이다.
보조금의 상한선은 2백 50만 달러이며, 지원 기간은 3년이다. 단,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 훈련 보조금(Community College and Career Training Grant)
을 받는 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는 지역은 3백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끝으로 노동부가 공동체 TAA 지역의 교육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
램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 훈련 보조금이 있다.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TAA 대상 근로자에 적합한 교육훈련 개발 기여도, 지역
내 근로자의 수요에 대한 부합 정도, 지역 전략계획 또는 산업 및 분야 파트
너십 보조금에 부합하는 정도, 지원 기관의 경험수준 등이 고려된다. 교육기
관당 지원 한도액은 1백만 달러이며, 지원 기간은 2년 이하다(Department
of Commerce 2010).

라. 운영 성과와 사례
공동체 TAA 지원 신청 기간 중 130여 개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경쟁
적 심의 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36개 공동체가 지원 승인을 받았다. 대부분
의 프로젝트가 현재 수행 중이므로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지원자들의 추산을 근거로 하면 공동체 TAA를 통해 총 6,586개의 일자리
24)

가 만들어지고 1,892개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반적으로

고용 유지보다는 창출에 초점을 맞춰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 기
업들은 지원시설 설립, 산업단지 개선, 도로, 상수도 등 인프라 개선 등을 통
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EDA 2010b).

24) 프로젝트 계획서에 제시된 수치를 합한 것으로서 예상 고용효과를 제시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고용효
과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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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서 36개의 승인된 지원 내역을 정리하였다. 개별 지원 규모는
대체로 크지 않다. 지원 규모는 가장 큰 것이 350만 달러, 가장 작은 것이 5
만 달러이며, 백만 달러 미만인 프로젝트가 18건으로서 전채 승인 건수의 절
반을 차지한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대부분 산업단지 및 기업센터 설립, 도로,
상하수도, 건물 등 인프라 개선 및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프
로젝트의 경우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계획 수립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표 4-2. 공동체 TAA 지원 내역 ❚

지역

금액
(백만 달러)

사업 내용

기대효과
(일자리, 개)
창출

유지

Village of Pleasant Prairie, Wisconsin

3.5

- 혁신센터 건립

350

-

City of Danville, Illinois

3.0

- 도로 및 철로 건설

15

391

Cowlitz Wahkiakum Council of
Governments/City of Woodland,
Washington

2.4

- 산업단지(industrial park)
확장

344

250

Jackson County Development
Authority of Ripley, West Virginia

2.1

- 상하수도, 철도 등 인프라
개선

45

-

City of Darlington, South Carolina

1.84

- 하수도 시설 개선

35

200

City of Bastrop, Louisiana

1.8

- 산업단지(industrial park)
조성

-

-

Franklin County, North Carolina
/Kerr-Ta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1.74

- 산업단지 연결 도로 건설

3,000

-

Winston County Commission, the City
of Haleyville/ Cooperative District of
Winston County, Alabama

1.66

- 도로 등 인프라 개선

168

-

Lincoln County/City of Lincolnton,
North Carolina

1.6

- 공항 단지 하수도 시설
개선

200

-

New River Valley Planning District
Commission of Radford, Virginia

1.5

- 운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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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계속 ❚
기대효과
(일자리, 개)

지역

금액
(백만 달러)

창출

유지

City of Anderson, Indiana

1.5

- 도로 개선

250

-

Washington County and the City of
Eastport, Maine

1.42

- 항만 비즈니스센터 개선
- 해양에너지센터 설립

75

-

City of Galesburg /Knox County,
Illinois

1.22

- 기업 및 수출 지원사업

327

3

City of Janesville, Wisconsin

1.2

-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

45

-

Mississippi
County/Blytheville-Gosnell Regional
Airport Authority of Blytheville,
Arkansas

1.2

- 공항 시설 개선

300

-

Overton County/City of Livingston,
Tennessee

1.18

- 산업단지용 상수도 확장

-

-

Flathead Count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of Kalispell,
Montana

1.15

- 산업지원 시설 부지 매입

88

-

Idaho’'s Boise State University

1.0

- 기업 및 기술지원센터 설립

311

255

McMinn County, Tennessee/
McMinn Count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0.75

- 산업단지에 브로드밴드 설치

-

-

Bedford County, Pennsylvania

0.65

- 기업지원센터 부지 확장

25

-

Town of Eureka, Montana

0.63

- 산업(목재)개발센터 이전

25

5

Bitterroot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 Inc., of Missoula, Montana

0.62

- 지역산업 다각화 사업

83

88

사업 내용

Orange County, California

0.5

- 지역산업 다각화 연구사업

100

300

Mifflin County/the Mifflin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of
Mifflin, Pennsylvania

0.45

- 비즈니스센터 등 인프라 개선

50

50

City of Sterling Heights, Michigan

0.39

- 기술센터의 기술ㆍ인프라 개선 500

-

City of Chicago, Illinois

0.38

- 기업 지원사업

-

-

Clinton County Government of
Plattsburgh, New York

0.30

- 3개 인력개발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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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계속 ❚

지역

금액
(백만 달러)

사업 내용

기대효과
(일자리, 개)
창출

유지

- 지역개발 사업

-

-

0.17

- 경제발전계획 수립

-

-

Lane County, Oregon

0.15

-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50

50

East Central Wisconsin Regional
Planning Commission of
Menasha, Wisconsin

0.13

- 수출확대 계획 지원

200

-

Upper Explorerland Regional
Planning Commission of
Postville, Iowa

0.20

Grant County, New Mexico

Morris County, Texas

0.09

- 경제발전계획 수립

-

-

Franklin Regional Council of
Governments of Greenfield,
Massachusetts

0.08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

Northwest Iowa Planning &
Development Commission of
Spencer, Iowa

0.07

- 경제발전계획 수립

-

-

Northwest Pennsylvania Reg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of Oil City,
Pennsylvania

0.07

- 기계산업 수출전략 수립

-

-

Barnwell County, South Carolina

0.05

- 정부․민간 농업분야 협력전략 수립

-

-

계

36.8

-

6,586 1,892

주: 기대효과의 공란은 해당 프로젝트 계획서에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님.
자료: EDA(2010b)을 토대로 저자 작성.

마. 평가
공동체 TAA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포
괄적인 지역단위의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 의미가 크다. NAFTA 피해를 지
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CAIP가 여러 정부 부처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었
던 데 반해, 공동체 TAA는 1개의 소관 부처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운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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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단순화되었다(단, 보조금 지원 심사 절차에서 다른 정부 부처가 참여한
다). CAIP가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예상 실직자 수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했던 데 반해, 공동체 TAA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CAIP와는 달리 보조금 신청 심사 시 지역사무소의 재량
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해진 시점까지 응모를 받아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CAIP에서 미
진하였던 지원의 효과성과 적시성을 강화하였다.
공동체 TAA는 기존의 TAA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즉, 별도의 자격 기준
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TAA, 기업 TAA, 그리고 농민 TAA 가운
데 적어도 하나의 대상이 되는 지역일 경우 공동체 TAA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피해 수준을 정하여 이를 근거로 대상 지역을 판별한다.
또한 공동체 TAA 지역으로 인정되면 경제발전 전략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되, 보조금 지원은 경쟁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역만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지역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공동체 TAA의 핵심적인 운영
철학을 잘 보여준다. 첫째, 실직 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TAA
의 기본적인 피해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공동체 TAA는 인구 10만 이
하 중소 규모의 지역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함으로써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
째, 기존의 지역발전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
로서 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이것은 CAIP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TAA 역시 단순한 피해보
상 차원의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취지의 제
도임을 의미한다. 넷째, 투자 성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
원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한다. 다섯째,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가급적 지역경제가 글로벌 시장을

85

제4장 미국 │

겨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가중치는 낮지만(5%) 녹색 경
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
진한다(Department of Commerce 2010).
공동체 TAA의 지원 내용은 크게 공동체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에 대한 지원과 전략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전
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해당 지역의 기업, 투자위원회, 교육기
관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략계획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도록 한다. 한편 전략계획 이행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
제 인프라 개선, 지역 시장 및 산업 분석, 공공 서비스, 직업훈련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TAA가 피해 당사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
심으로 운영되었던 데 반해, 공동체 TAA는 이들을 둘러싼 지역경제 전반의
피해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지역경제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
동체 TAA는 CAIP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당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바, 여
타 지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지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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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 및 근로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전체 예산(10년간 2조 8,450억 원) 가운데 기업 지원이 약 92%, 근로
자 지원이 약 8%를 차지한다(허윤 2007). 농업 분야 이외에는 아직까지 지
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
25)

제도를 통한 지원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특정 지역의 피해와

관련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 역시 비준을 앞둔 현시점
에서 농업 분야 이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지
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예
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피해 업종으로 정밀화학, 제약업, 정밀기기 등
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밀화학은 경기도에 37%가 밀집되어 있고,

25) 근로자 지원은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활용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기업 지원의 경우 2007년 시행 이후 2년간 실제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5개사이며, 그 가운데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은 4개 기업에 불과하다(전재완, 정인교 2009). 그러나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활용도가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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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의 경우에도 경기도에 64.8%, 충청남도에 10.8%가 집중되어 있다. 또
한 정밀기기의 경우 서울(12.9%), 인천(9.7%), 경기(33.8%), 충남(10.8%),
경상남도(9.3%)에 밀집해 있다(임혜준 외 2007). 특정 산업에 의존한 지역
경제 역시 개방화의 충격을 입게 되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경
제의 경우 개방화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의
지원제도는 개방화와 무역자유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서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평택에서 시행된 고용개발촉진지역제도는 시사적이다.
당시 전체 평택시 인구에서 쌍용차 관련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지역 내에서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소비액은 연간 약 840억 원으
로 추정되는바(평택시청 현지조사 결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
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갖는 쌍용자동차의 상
26)

징성과 지자체의 호소,

그리고 쌍용자동차 사태의 공론화 등이 더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상 규정한
법적 지원 사항인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대
해 강화된 혜택을 1년간 제공되었다. 아울러 평택시청은 쌍용차 사태를 계기
로 민생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였다. 즉, 시청 내에 민생안정추진단 T/F를 운영하고, 일종의 서민생활지
원센터로서 민생은행을 운영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 자녀
학자금, 장학금, 급식비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노동부 2009; 평택시청

26) 필자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평택시청은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탄원서명운동, 시민대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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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평택시의 사례는 비록 무역피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2~4장에 걸쳐 분석한 EU, 캐나다, 미국의 제도(각국의 제도 비교는
표 5-1 참고)는 우리나라가 유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볼 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해외사례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제
시한다. 요컨대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 적절히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단기적인 피해보상 중심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및 여타 지역발전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 장기적인 지역경제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 운영 시 책임 부처의 단순화 또는 중앙 부처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투명한 제도 운영과 적절한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해진 기간 동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대상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1. 제도의 유용성
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지
역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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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는 적절히 운영될 경우 근로자
및 기업 단위의 지원제도와, 나아가서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을 보완할 수 있
는 유용한 수단이다. 근로자나 기업, 농민을 대상으로 한 무역피해 지원제도
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는 적절하지만, 연쇄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가 단기적인 피해보상 차원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한 반
면, 지역단위 지원제도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다(다음 절 참고).
EU의 유럽구조기금은 각국의 개별적인 사회안전망이나 지역개발정책과는
별도로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낙후된 지역이 장기적
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EU에 신규 가입한
상대적 저개발국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활용되었다. 유럽구조기금은 개
별 회원국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
한 것임을 분명히 한 보조성의 원칙을 따르며, 이에 따라 기금은 회원국 정
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지원된다. 또한 상대적
후진국가 및 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득국가로부터
저소득국가로의 소득 재분배를 꾀한다. EU 구조기금은 개방과 통합 과정에
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낙후지역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EU가 경제
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사례
로 제시된 EnviroINNOVATE의 경우 환경 관련 시장을 개발하여 148.3만
유로의 신규 판매를 달성하였으며, C-MINE의 경우 기존의 광산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개선하여 매년 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디자인학교 설립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산업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에 대해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캐나다는 개별 근로자 지원제도와는 별도로 SICEAI를 운영하
여 피해 지역 산업의 업종 전환 등 지역경제 구조조정에 기여하였다. 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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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지원이 피해의 보전에 초점을 맞춘 반면, SICEAI는 장기적인 안목에
서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SICEAI를 통해 8,988개의 일
자리가 유지 또는 신규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캐나다의 사례는 신
규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신규 일자리의
임금이 기존 임금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기존의 일자리를 충분히 대체하
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의 공동체 TAA는 2009년 기존의 근로자, 기업, 그리고 농민 TAA에
추가하여 지역경제가 입게 되는 무역피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입되었다.
미국은 이미 NAFTA 체결 당시 CAIP를 운영하면서 지역단위의 지원제도
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2009년 새롭게 도입된 공동체 TAA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와 개방에 대응한 보편성을 가진 제도적 틀 내에 지역단위 지원
제도가 도입된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CAIP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상
당 부분 개선하였다. 캐나다의 SICEAI와 유사하게 미국의 공동체 TAA 역
시 기존 지역개발정책에 연계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조성 단계부
터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또한 캐나다의 SICEAI와 같이 미국의 공동체
TAA는 기존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보인다. 향후 공동체 TAA
를 통해 6,58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892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
로 예상된다.

2. 제도 운영의 목표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단기적인 피해보상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
역경제 구조고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지역의 무역피해는 대부분 국제경쟁에 노출된 해당 산업의 위축 및 시장퇴
출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경제적 동력을 상실한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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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건설적인 대응책은 단기적인 피해보상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구조조정
과 새로운 발전 동력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해외 사례는 지역
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가 이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실직자에 대한 단기적 피해보상 중심의 여
타 지원제도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EU의 경우 세계화 구조기금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피해보상 중심의 단기
적 관점의 지원을 수행하는 반면, 유럽구조기금을 통해서는 취약산업이나 낙
후된 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기적 관점
의 지원을 제공한다. 즉 유럽구조기금은 다년 프로그래밍으로 운용되는바,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일시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계층이나 산
업, 내지 지역이 구조조정을 통한 장기적 능력 배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캐나다 역시 침엽수산업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SICEAI를 통해서는 지역경제의 체질을 변화․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SICEAI를 통한 지원은 삼림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경제다양화
프로젝트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져, 경제다양화에 대한 지원 비중이 3개 주별
로 50~70%를 차지하였다. 즉, SICEAI는 삼림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보다
는, 관광산업 등 신규 산업 분야로 지역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단, 캐나다 정부가 SICEAI를 통해 피해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에 오히려 소
극적이었던 데에는 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였다.
미국의 공동체 TAA 역시 기존의 근로자 및 기업 TAA를 보완하여 장기
적인 지역경제 다각화 및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체 TAA는
무역피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서 현재의 산업투자환경을 변
화시켜 새로운 종류의 산업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특히 실
직 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은 물론이거니와,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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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보상 차원의 제도가 아니라, 기존 근로자 TAA 및 지역발전 프로그
램을 보완하는 성격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3. 지역공동체의 역할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할 때 효과적
으로 운영될 수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해외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는 지역의 수요와 자발적 역량에 바탕을 두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국가들은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이 심사하여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지
역의 직접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하며, 아울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수립한 지역개발정책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프로젝트 계획 수립 과정
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동체 TAA의 경우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
서 정부 부처, 기업, 투자위원회, 교육기관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
로써 전략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지역단위 지원제도와 중복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앙 행정부가 해당 산업 및 지역의 발전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
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EU의 유럽구조기금은 사업 추진의 보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회원
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지
원이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집행의 실질적인 주체는 각 지역 당국이다. 따라
서 구조개혁의 주체는 각 지역 당국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은 보조적인 역할
을 한다. 즉, EU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회원국 및 지방정부가 제출한 구체적
인 사업 내용에 대한 협의, 채택된 사업의 진척상황 점검 및 성과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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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평가에 국한되며, 사업의 세부내용 확정, 시행자 선정, 감독 등 집행에 관
한 책임은 모두 회원국 및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캐나다의 SICEAI 운영 과정에서도 지역 네트워크 및 지역개발사무소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각 지역개발사무소가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프로젝트의 설계, 선정,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지역개발사무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역량과 수요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지역개발사무소들이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직원들을 보유
하고 있어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의 CAIP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지원 여부가 결
정됨으로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원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시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였다. 반면, 공동체 TAA의 경우
EDA의 6개 지역사무소가 중앙부처 공무원 참여하에 지원 신청에 대한 심
사를 하며, 지역사무소가 공동체 TAA 기금을 직접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효
과성과 적시성을 강화하였다.

4. 중앙과 지역의 협력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역할 분담 또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EU와 캐나다의 경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과 심사, 예산 집행 등의 과정에서 지역의 역
할이 주도적인 반면, 중앙정부는 주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미국
의 CAIP나 공동체 TAA는 프로젝트 심사에 정부 부처가 참여함으로써 중
앙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EU 구조기금의 경우 각 회원국의 EU 구조기금 경영기관이 각 지역의 국
내 단체 및 기관에 EU 구조기금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프로젝트 제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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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사를 거쳐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 EU 집행위원회는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각 회원국별 경영기관은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프로
그램의 진척 사항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집행위원회
는 해당 당국이 제출한 프로그램의 진척 사항을 감독한다.
캐나다의 SICEAI의 경우 산업청이 전반적인 재원을 조달하되, 지역개발
사무소에서 지원기금을 직접 운용하며 프로젝트의 심사 및 승인을 수행한다.
중앙정부는 운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SICEAI의 운영 성과
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역별로 구체적인 운영 방
식의 차이가 있다. 서부 캐나다의 경우 지역개발사무소가 각 공동체개발협회
와 협정을 체결하여 이들이 비상환 지원금을 운용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상환
지원금(융자)은 캐나다 산업청의 최종 승인하에 서부 캐나다 지역개발사무소
가 직접 운용하였다. 그러나 퀘벡과 온타리오의 경우 산업청의 승인 없이 지
역개발사무소가 상환 및 비상환 지원금 모두 직접 운용하였다. 캐나다는
SICEAI의 시행 초기에 중앙의 산업청과 지역개발사무소 간의 역할과 책임
분담에 혼선이 빚어져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
미국의 CAIP의 경우 재무부를 의장으로 하는 정부 부처 간 재정위원회가
500만 달러 이상의 융자 보증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소위원회는 500만 달
러 이하 규모의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CAIP는 농무부와 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 및 지방사무소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농무부와 소기업청 산하의 지역사무소는 지원 신청을 받아 중앙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중앙의 재정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이행 방법 및 지
원 기준, 지침을 개발하며 지원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등 모든 기능을 담당함
으로써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반면, 공동체 TAA에서는 EDA의 지역사무소
가 심사를 담당하되, 심사 패널에 중앙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채택함
으로써 지역의 결정권을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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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가. 책임 부처의 단순화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 운영 시 책임 부처의 단순화 또는 중
앙 부처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CAIP는 농무부, 상무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 소기업청 등의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는 재정위원회
에서 프로그램 이행 방법 및 지원 기준 그리고 지침 등을 개발하고 지원 심
사까지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적시에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동
체 TAA에서는 단일한 소관 부처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구조가 훨씬 단순해지고,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했다.

나. 사후 관리 및 투명성
지원제도의 투명한 제도 운영과 적절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EU의 구
조기금은 운영 초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투명한 운영
과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신규 회원국들이 점차 많아지
면서 제도의 운영과 평가 등에 있어 개선과 발전을 보여 왔다. 특히 구조기
금의 성과에 대한 더욱 투명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
다. 반면, 미국의 CAIP는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서 제도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공동체 TAA에서는 이를 보
완하였다. 이처럼 각국은 모두 사후 관리 체계 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프로젝트 설계 과정에서부터 고려사항과 참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와 프로젝트 제출자 사이의 의견 조율 절차를
명시하는 등 투명한 제도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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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기간과 시점의 적절성
지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U의 유럽구조
기금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프로젝트 단위로 운용되는바, 해당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에 지원이 제공된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지원 기간을
애초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즉,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바, 비
용 대비 이익이 일정 수준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세수입 1달러를 증
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1.17~1.56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지원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한계이익이 존재
해야 함을 의미한다(OECD 2005; OECD 2008). 단, 지원은 정해진 기간 동
안에 이루어지되, 미국의 CAIP와 같이 지원 기간이 필요 수준에 비해 짧거
나, 적절한 시점에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라. 적절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 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대상 선
정기준의 마련이 중요하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현실
성 없는 기준을 마련할 경우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예컨대 미국의 CAIP는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예상 실직자 수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으로
써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후 도입된 공동체
TAA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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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SICEAI

미국 CAIP

EU 통합 심화 및 확대 과정에서 미국의 캐나다산 침엽수 수출에 대
발생하는 회원국 간, 지역 간 격차 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에 따 NAFTA 체결
해소
른 지역공동체 피해 지원

EU 유럽구조기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도입
된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미국 공동체 TAA

12개월+12개월 연장(심사에 의해
․12~36개월 예상
연장 지원)

각종 기금(ERDF, ESF, Cohesion
Fund)의 형태로 비상환 지원, 직접 상환 및 비상환 지원금
보조 형태

구조기금의 사업 기간 이내
(6년 이내)

지원 대상

지원 종류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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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낙후지역
․무역 피해를 입은 지역공동체
․미국의 조치로 인해 고용 손실
․경제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구조
및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삼 NA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 기업, 농민 TAA 가운데
적 장애가 있는 지역
공동체
하나 이상의 지원 대상인 지역공
림지역 공동체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고용 확대
동체
․특히 소규모 공동체 대상
가 필요한 지역
융자 보증, 직접 융자 및 보조금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 지
지원
원 및 각종 명목의 보조금

장기적 능력 배양

지원 목적

무역으로 인해 실직 또는 실직 위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피해 NAFTA 체결로 인한 피해 지역경
협을 받는 지역경제의 고용 유지
제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지역경제의 고용 유지 및 창출
및 창출

․총괄: 재무부를 의장으로 하는
정부 부처 간 위원회
․총괄: 상무부(EDA)
․총괄: 산업부 및 산하 산업청
책임/실무(집행) ․총괄: EU 집행위원회
․집행 부처: 북미개발은행(자금
․집행 부처: EDA의 6개 지역사
․집행 부처: 각 지역의 지역개발
부처
․실무(집행): 각 회원국 및 지역당국
관리), 농무부와 소기업청이 운영
사무소
무소
하는 지역별 지청(지역별 자금
집행)

도입 배경

구분

❚ 표 5-1. 각국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비교 ❚

지역경제 다각화

․각 지역의 지역개발사무소
부처 간 재정위원회
․일정금액 초과 시 산업청 승인 필요

프로젝트 심사
EU 집행위원회
주체

경쟁적 응모 및 심사에 의한 승인

미국 공동체 TAA

-

10만~50만 달러의 소규모 지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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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건당 평균 70만 달러의
중소규모 지원 중심
중소규모 지원 중심

․프로젝트당 소요비용의 최소 5%
․정해진 기준은 없음
프로젝트 추진 주체는 각 회원국
는 신청한 지역공동체 부담
프로젝트당 소요비용의 최소 50%
․기 형성된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및 지역 당국이며 구조기금은 각
․기 형성된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는 신청지역 부담
적인 자금 지원 형식이 다수
회원국의 공공지출을 보조하는 수단
적인 자금 지원 형식이 다수

프로젝트
운영 방식

프로젝트당
지원 규모

․낙후지역 발전 지원
․역량강화사업(10% 이하)
․실직자 대상 교육훈련 및 고용 ․경제개발 수립
․구조적 장애가 있는 지역의 경제 ․삼림산업 다각화사업(10~40%): 고
서비스 인프라 설립
․지역 인프라 개선
사회적 전환 지원
부가가치화 프로젝트
․공동체 개발회사 설립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훈련을 통해 고용의 질 ․이외 분야 다각화사업(40~70%):
․기타 지역경제 인프라 설립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
향상 지원
서비스, 기술, 제조업, 전기발전 등

지원
프로젝트의
내용

EDA의 각 지역사무소(중앙부처
공무원 참여)

․중소규모 공동체(인구 10만 이
지역경제 고용 창출 및 고용 인프 하) 우선 지원
라 설립에 기여
․해당 지역의 피해 정도, 프로젝
트의 수익성 등 고려

심사에 의한 승인

미국 CAIP

프로젝트 선정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도
기준

캐나다 SICEAI
심사에 의한 승인

EU 유럽구조기금

프로젝트 선정
심사에 의한 승인
방식

구분

❚ 표 5-1. 계속 ❚

EU 유럽구조기금

캐나다 SICEAI

미국 CAIP

미국 공동체 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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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지역경제 다각화에 치중하여 피해 ․고위급 의사결정에 의존하여 운
산업에 대한 지원 소홀
영의 효율성 미흡
- 운영 초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신규 일 ․지원 대상 지역 선정기준의 비현
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함
자리가 기존 일자리를 충분히 대 실성
체하지 못함
․사후 관리 규정 미흡

․포괄적인 성격의 지역단위 무역
․지역 주도적 운영을 통해 지역 수요
조정지원제도
․회원국 간․지역 간 격차 해소에
에 적합한 프로젝트 설계 및 지원
․운영구조 단순화
기여함으로써 EU 통합 및 확대
․유지 또는 창출되는 일자리 수: 지역경제의 재정적 수요에 추가적 ․지역 주도적 제도
에 기여
성과 및 장점
인 기여
․타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최대한
8,988개
․다년 계획으로 운영되어 지역경
․세수입 발생 규모: 6억 4,600만
배제
제 구조조정에 기여
달러
․6,586개의 일자리 창출, 1,892개
의 일자리 보전 예상

구분

❚ 표 5-1.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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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Case Study on TAA Programs for
Communities of the EU,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Policy
Implications
Jeong-Gon Kim and Kyuntae Kim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s not limited to workers, firms,
farmers, and fishermen. Communities in which these groups are located also
experience massive layoffs and earnings losses. In this sense, this report
examine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programs for communities of the
EU,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riv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out of it for the Korean government. TAA for communities is
likely to be a useful channel which contributes to restructuring a regional
economy if it is managed in proper ways. Community-initiation, efficient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transparency of program
management, ex-post monitoring, and time-boundedness of supports are
important factors that make TAA for communities successful. Especially, TAA
for communities should be designed so that it contributes to a long-term
economic restructuring plan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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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AA Programs for Communities of the
EU,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Policy
Implications
Jeong-Gon Kim and Kyuntae Kim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해당 산업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EU FTA가 발효
되고, 한·미 FTA 역시 비준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EU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및 캐나다의
침엽수 산업과 공동체의 경제조정계획(SICEAI), 그리고 미국의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프로그램
(CAIP)과 공동체 TAA(Community TAA) 등 해외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분석
함으로써 유사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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