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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기업들은 제품의 디자인, 부품생산, 조립, 마케팅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분할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함.

이에 따라 최근의 무역패턴은 상품을 교역(trade in goods)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및 역할을
교역(trade in tasks)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 아이폰 하드웨어의 최종생산국인 중국은 대만, 독일, 한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하
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조립하고 있음.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이폰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중국의 대미(對美) 흑자가 증가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아이폰 판매에 따른 최대수혜국은 중국이 아니라 아이폰 부품을 생산하는 국가임.

[표 1] 아이폰의 부품조달 현황
국가

부품

제조업체

비용

대만

터치스크린, 카메라

Largan Precision, Wintek

$20.75

독일

베이스밴드, 전원관리, 트랜스시버

Dialog, Infineon

$16.08

한국

디스플레이, DRAM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삼성, LG

$80.05

미국

오디오 코덱, GPS, 메모리, 터치스크린 콘트롤러

Broadcom, Cirrus Logic, Intel, Skyworks, Texas
Instruments, TriQuint

$22.88

기타

여러 업체

기타 국가
총계

-

$47.75
-

$187.51

자료: OECD(2011), “Revisiting Trade in a Globalised World: Current and Future Work on Measuring Trade in Value-Added Terms,” TAD/TC/WP(2011)
26, p. 12 참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총액기준(gross value)이 아
니라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보아야 함.
- 국내경제의 부가가치는 수출, 투자, 소비 등 항목별 최종수요에 따라 유발되는데,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 즉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액을 분석해 보면, 통관과정에서 드러난 총액 기준의 수출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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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서는 종전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함.
-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무역증대가 관련 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 고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여부는 국내생산의 투입산출구조와 숙련도에 따른 고용구조
등에 따라 좌우됨.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및 산업 간의 상호관계를 반영해서 새롭게 살펴보아야 함.
- 본 연구는 1996~2009년 기간 중 15개국 20개 산업에 대해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WIOD:
World Input Output Database)를 이용하여 시기별 · 국별 · 산업별로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
발효과를 분석하였음.2)
- 또한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제조업 사업체 미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
-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무역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글로벌 가치사슬과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의 WIOT(World Input Output
Tables)와 SEAs(Socio-Economic Accounts)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를 보면 산출과 수출의 전반적인 추세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세계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2008~09년 기간을 제외하고
는 산출과 수출의 변화 패턴이 유사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동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부가가치 기준으로 무역수지를 산출해 보면 총액 기준의 무역수지와 차이가 나는데,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산출방법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서 뺷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뺸, 제3장을 참고할 것.
2) 본 연구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글의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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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수출과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반면에 고용
비중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96년의 11.15%, 22.68%에서 2009년에는 7.37%, 17.59%로
크게 하락한 데 반해 서비스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중에 66.07%에서 74.96%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산업부문별로 수출과 고용, 수출과 부가가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여타 부문과 다르게 제조업의 경우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0.82로 나타나며 1%의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증가해도 고용비중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과 부가가
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에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
과 달라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줌.

2)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3)유발인원을 총 취업자 수로 나누어 고용유발 구성비를 산출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유발 구성비는 1996년 20.8%에서 2009년에는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고).
- 수출의 고용유발 구성비는 증가세인 반면 투자의 경우 1996년의 24.3%에서 2009년에는 15.9%로
떨어졌는데, 이는 조사대상국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소비의 구성비도 1996년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였음.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최종수요로 나누어 고용유발계수(명/백만 달러)를 산출해 보면,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1996년 27.3에서 2009년에는 14.4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투자와 소비도
1996년에 각각 29.0, 34.7이었으나 2009년에는 19.1, 22.4로 하락하였음.4)
- 이러한 결과는 수출,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이 증대되어도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는, ‘고용 없는

3) 고용유발효과는 취업자 수(Number of persons engaged)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4)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수출, 투자, 소비의 고용유발계수가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
기에 따라 국내경기가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8∼99년에도 고용유발계수는 일시적
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경제침체 상황에서도 고용은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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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의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효과 추이
연도

고용유발 구성비(%)

고용유발계수(명/백만 달러)

수출

투자

소비

수출

투자

소비

1996

20.8

24.3

55.0

27.3

29.0

34.7

1997

22.6

22.8

54.5

25.4

28.0

33.1

1998

29.5

14.6

55.9

29.4

27.9

38.6

1999

25.2

18.1

56.8

31.9

37.0

48.5

2000

24.9

18.9

56.2

26.7

32.1

40.3

2001

23.8

18.7

57.5

25.8

30.4

37.1

2002

22.1

19.5

58.3

26.3

33.3

38.9

2003

23.0

19.5

57.5

23.8

30.0

36.2

2004

25.2

19.0

55.7

21.3

27.1

32.7

2005

24.2

19.2

56.6

18.6

24.4

29.6

2006

23.8

19.2

57.0

15.4

20.8

25.1

2007

24.7

18.9

56.4

13.6

18.6

22.0

2008

26.8

18.9

54.4

12.5

17.8

20.4

2009

28.2

15.9

55.9

14.4

19.1

22.4

주: 고용유발 구성비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총 취업자수로 나눈 비율이며, 구성비의 합계는 100임. 고용유발계수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항목별 최종수요
로 나눈 값임.
자료: WIOD의 전년가격 기준의 데이터를 이용함.

성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하락폭이 소비와 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1996년에는 100만 달러를
수출하면 27.3명의 고용이 유발된 반면, 2009년에는 같은 액수를 수출해도 고용유발인원이 14.4
명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임.
한국은행(2011, 2012)의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수출의 고용유발 구성비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투자의 구성비는 낮아지고 소비의 구성비는 등락을 보이고 있음(부표 2 참고).
- 한국은행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은행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본 연구는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환율 등 데이
터의 차이 때문임.
우리나라의 수출이 숙련도에 따른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연도별로 산출해 보면, 모
든 숙련도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고급노동의 경우 수출의 기여도는 1996년 15.6%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3.8%를
나타낸 데 반해, 투자의 기여도는 1996년 24.9%에서 2009년 16.5%로 하락세이며, 소비는 대체로
59~62% 수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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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노동의 경우 수출의 기여도는 1996년 23.1%에서 2009년 32.8%로 증가했으며, 저급노동의
경우에도 수출의 기여도는 1996년 23.9%에서 2009년 30.0%로 증가함.
고급노동의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되면서 고급인
력이 수출보다는 투자활동을 위한 R&D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한편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총 부가가치로 나누어 부가가치유발 구성비를 산출하면, 1996
년에 20.8%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구성비는 2009년에 31.3%까지 높아졌
음(표 3 참고).
- 이에 반해 투자의 구성비는 1996년에 26.0%이었으나 2009년에는 15.9%로 하락했으며, 소비의
구성비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최종수요로 나누어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산출해 보면, 우
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6년 0.674에서 2009년 현재 0.606까지 하락하였음. 또
한 1996년에는 투자와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각각 0.765, 0.826이었으나 2009년에는 각
각 0.726, 0.802로 하락하였음.

[표 3] 우리나라 최종수요의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도

부가가치 유발 구성비(%)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출

투자

소비

수출

투자

소비

1996

20.8

26.0

53.2

0.674

0.765

0.826

1997

23.1

24.1

52.8

0.674

0.771

0.837

1998

29.7

17.9

52.4

0.708

0.817

0.866

1999

28.0

19.6

52.4

0.634

0.719

0.801

2000

27.6

20.0

52.4

0.628

0.721

0.798

2001

26.1

19.7

54.2

0.667

0.758

0.828

2002

24.6

19.6

55.9

0.640

0.732

0.818

2003

25.2

20.0

54.7

0.621

0.732

0.818

2004

27.3

19.5

53.2

0.604

0.727

0.815

2005

26.9

19.6

53.5

0.587

0.709

0.794

2006

27.0

19.5

53.5

0.594

0.715

0.797

2007

28.0

18.8

53.1

0.599

0.715

0.802

2008

29.5

18.4

52.2

0.563

0.709

0.801

2009

31.3

15.9

52.7

0.606

0.726

0.802

주: 부가가치 유발 구성비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총 부가가치로 나눈 비율이며, 구성비의 합계는 100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항목별
최종수요로 나눈 값임.
자료: WIOD의 전년가격 기준 데이터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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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유발 구성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2011, 2012)5)의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구성비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투자와 소비의 구성비는 낮아지는 추세임
(부표 3 참고).
- 본 연구결과는 한국은행의 결과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준환율 등과
같은 데이터상의 차이 때문임.

3)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이 사업체별 숙련노동의 (비숙련 노동 대비) 상대
적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특히 제조업 전체의 숙련노동의 상대 고용 및 상대 임금의 변화를 분해하도록 하고, 수출이 사업
체의 R&D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봄. 이를 위해 Heckman, Ichimura, and Todd(1997)6)
의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전체적 노동수
요 뿐 아니라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는 수출이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동시에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
가시킴으로써 숙련도별 고용 및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줌.
- 구체적으로 먼저 수출 참가는 사업체의 고용 및 평균임금 모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수출시장 참가 1년 전부터 참가 2년 후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무역 혹은 무역자유화가 사업체간 노동이동을 수반함을 시사함.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는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임.
- 즉 수출은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상대임금 모두에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대임
금보다는 상대고용에 대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 수출의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가사업체 중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거나 규
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음.

5) 한국은행(2011), 뺷200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효과뺸; 한국은행(2012), 뺷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뺸.
6) Heckman, J. J., H. Ichimura and P. E. Todd(1997),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Evidence from
Evaluating a Job Training Programme,”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 pp. 6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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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은 무역자유화에 따라 비효율적 내수 사업체로부터 효율적 수출
(참가) 사업체로의 자원재배분이 무역의 이익이 실현되는 중요한 경로임을 보여줌.
- 따라서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수출시장 참가가 비숙련 노동보다는 숙련노동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한 점임.
무역자유화에 따라 숙련노동집약적인 사업체들이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뿐 아니라,
신규 수출사업체들이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수출 시작 이후 증가시킨다면, 이는 무역자유
화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즉 무역자유화가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은 향상시키더라도 비숙련 노동의 임금 및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4)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는 40개국, 35개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액을 산출하고, 어떠한 요인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았음.
- 특히 본 연구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중력이론, 헥셔올린이론, 리카도모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음.
총액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종속변수로 고려해볼 때,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를 종속변
수로 고려한 결과의 통계적 검증치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순가치(net value)의 개념을 가지는 GDP가 설명변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속변수
도 총액(gross value)이 아닌 순가치의 의미를 가지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더불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모두 8개국의 35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액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은 상대국에 비해 자본/노동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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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남.
-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부가가치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집약적이
며 기술집약적인 제품보다는 중급 수준의 기술집약적인 제품에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우리나라의 산업별 총액기준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자
본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수출의 총액이 늘고 부가가치도 늘게 된다는 점이 나타남.
-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자본집약도를 높여도 수출총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모든 산업에서 수출총액은 증가하는 경향
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함.

3.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수출의 고용유발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용유발계수는 낮게 나타남.
- 즉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어 고용유발구성비는 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면서 고급인력이 수출보다는 투자활동을 위한 R&D와 국내소비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고용정책은
무역이 숙련도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수출이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나 원자재 및 부품수입 등에 따라 부가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증대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줌.
- 이에 따라 수출 총액에 집중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위주로 국별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낮은 산업의 경우 소재 및 중간재의 국내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출이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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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단기적 노동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
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실업자의 재취업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교육 및 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프로
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단기적 노동(STW: Short-Time
Working)을 지원하고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참여 혹은 중소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MEs)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
무역자유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무역자유화가 비숙련 근
로자의 상대적 고용 및 임금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함께 무역자유화 내지는 세계화로 인한 실직근로자, 특히 비숙련 실
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안전망 제도를 기본적 수단으로 삼아, 이를 재정비․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별 고용 및 기술개발전략은 무역의 부가가치와 연계되도록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우리나라의 수
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됨.
- 산업별로 수출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정책이 세밀
하게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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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가 이용한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WIOD: World Input Output Database)는 1996~
2009년 기간 중 40개국, 35개 산업별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됨.

[부표 1]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산업 분류
국가 분류

산업 분류

번호

국가명

약어

번호

산업명

중분류

1

미국

USA

1

농림수산업

SEC01

2

오스트리아

2

광업 및 채취업

SEC02

3

벨기에

3

음식료 및 담배

SEC03

4

불가리아

4

섬유 및 직물

5

키프로스

5

가죽 및 신발

6

체코

6

목재

7

독일

7

펄프, 종이, 인쇄

8

덴마크

8

석유

9

스페인

9

화학제품

10

에스토니아

10

고무 및 플라스틱

11

핀란드

11

기타 비금속광물

SEC08

12

프랑스

12

금속 및 금속제품

SEC09

13

영국

13

기계

SEC10

14

그리스

14

전기 및 광학기기

SEC11

15

헝가리

15

수송기기

SEC12

16

아일랜드

16

기타제조업

SEC13

17

이탈리아

17

전기, 가스, 수도

SEC14

18

리투아니아

18

건설

SEC15

19

룩셈부르크

19

자동차 판매, 수리, 연료 소매업

20

라트비아

20

도매업

EUN

SEC04

SEC05
SEC06
SEC07

SE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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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국가 분류
번호

국가명

21

산업 분류
약어

번호

산업명

몰타

21

소매업

22

네덜란드

22

호텔 및 레스토랑

23

폴란드

23

내륙 운송

24

포르투갈

24

해운

25

루마니아

25

항공운송

26

슬로바키아

26

여행업

27

슬로베니아

27

우편, 통신

28

스웨덴

28

금융

29

중국

CHN

29

부동산업

30

일본

JPN

30

기타비즈니스

31

한국

KOR

31

공공행정, 국방

32

캐나다

CAN

32

교육

33

호주

AUS

33

건강, 사회복지

34

대만

TWN

34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

35

인도네시아

IDN

35

민간 가계서비스

36

인도

IND

37

브라질

BRA

38

멕시코

MEX

39

터키

TUR

40

러시아

RUS

41

기타 국가

RoW

EUN

중분류

SEC16

SEC17

SEC20
SEC19
SEC18

SEC20

주: 세계투입산출데이터에서 EU는 통합하고(국가분류 번호 중 2번부터 28번까지 EU에 포함), 산업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20개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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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은행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부표 2] 한국은행의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 유발효과
연도

취업유발구성비(%)

취업유발계수

수출

투자

소비

계

수출

투자

소비

계

2005

21.0

19.7

59.3

100.0

10.8

15.3

19.1

15.8

2008

23.8

18.4

57.8

100.0

8.3

13.5

16.8

13.0

2009

23.6

17.8

58.6

100.0

8.7

14.2

16.7

13.4

2010

23.9

18.2

57.9

100.0

7.9

12.6

16.0

12.3

        /항목별 국산품 최종수요계.
주: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 
자료: 한국은행(2012), 뺷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뺸, p. 22.


[부표 3] 한국은행의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도

부가가치유발구성비(%)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출

투자

소비

계

수출

투자

소비

계

2005

24.9

21.1

54.0

100.0

0.617

0.795

0.841

0.763

2006

24.8

20.7

54.5

100.0

0.609

0.792

0.835

0.757

2007

25.8

20.4

53.8

100.0

0.600

0.778

0.830

0.746

2008

29.1

19.0

51.9

100.0

0.533

0.728

0.791

0.684

2009

28.6

18.2

53.2

100.0

0.561

0.773

0.803

0.710

2010

30.2

18.7

51.0

100.0

0.563

0.731

0.798

0.698





주: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          /항목별 국산품 최종수요계.
자료: 한국은행(2011), 뺷200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뺸, p. 63; 한국은행(2012), 뺷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뺸,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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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지 50년만인 2011년에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에 진
입했음.

- 이와 같은 성과는 초기부터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채택한 내부적 요인과 196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가입함으로써 다
자간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보게 된 외부적 요인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향유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으로서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여 GATT 설립 이후 9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이 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고 할 수 있음.

더욱이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전 세
계 체결 건수는 2012년 11월 현재 누계 기준으로 총 350여 건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RTA는 원칙적으로 보면 체약국들의 자유화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의 추가적인 개방 부담을 덜어 주게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RTA의 다양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 한, 이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무역업체들에게 추가적인 교역비용으로 작용하게 됨. 뿐만 아니라, RTA를 체결하는 국
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RTA를 통한 해외시장 확보를 추구하게 되어 오히려 다자간 무역자유화
에 대한 관심 및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소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
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이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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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 상의 세 가지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에 대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바, 동 각료회의에
서 DDA 협상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 수 있음.

-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임.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음.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
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임.
-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 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
가 되고 있음.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
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
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임.
-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임.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
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
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음.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농업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으로
WTO 회원국 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음.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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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국내보조에서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핵심은 국내
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음.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NAMA 분야에서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임.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
하고 있음.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 간에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에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
도 내재함.

-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 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
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임.
- 여기에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협상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홍콩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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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적 대응방안
1) 총괄적 협상전략
이러한 지연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
하는 것임.
-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
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임.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음.

-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
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임.
-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협상을 제안할 수 있음.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는 정보통신 제품의 상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큼.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
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짐.
-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음.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
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비관적 시나리오로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
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5월 이후에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
를 마련하는 것임.
- 그리고 다자간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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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주요 분야별 타협방향
주요 분야별 타협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농업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
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즉, 개도국들이 농업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
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
도국과 선진국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음.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
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
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임.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
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
고 볼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 담당
자, 무역 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
(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이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이민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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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후적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
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음.
- 그러나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적으로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조명함.

- 우리나라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 후 경과기간이 가장 긴 한ㆍ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음.
-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FTA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데이터 제약으로 2011년과 2012년 발효된 한ㆍEU, 한ㆍ미 FTA를 제외한 한ㆍ칠레(2004년 발
효), 한ㆍ싱가포르(2006년 발효), 한ㆍEFTA(2006년 발효) 그리고 한ㆍASEAN FTA(2007년 발
효)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고, 이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
침체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짐.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과는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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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서 증가세로 전환됨.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원자재 수입 증가로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FTA 체결 당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구리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칠레 무역수지 적
자가 확대됨.
- ‘작물재배업’에서 수입이 소폭 증가했고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에서는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수입 증가율이 떨어짐.
- 그러나 돼지고기와 포도는 FTA 이후 각각 연평균 11.4%와 33.6%로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역은 FTA 발효 시점부터 증가세가 가속화됨.

- 한ㆍ싱가포르 교역은 FTA 발효 전인 2000~05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 시
점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11.7%로 확대됨.
- 싱가포르는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였으므로 FTA 이후 양국 간 교역
확대는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로 설명될 수 없음.
- 그보다는 FTA가 관세 감축 외에 양국 간 호혜적인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의 확대에 기여
한 것으로 풀이됨.
한ㆍEFTA FTA 발효 후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주로 선박과 같은 대형 수주실적에 의존하여 해마다 큰
폭의 변동을 보임.
- EFTA로부터의 수입은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FTA 발효 이후 ‘전자부품 및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같은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남.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은 FTA에 따른 양자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한ㆍASEAN FTA(상품분야) 발효 전인 2000~06년 사이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대비 25.5%로 크게 증가함.
- 2009년 교역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9.7%와 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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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 추정 결과
FTA의 수출 및 수입 증대 효과로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늘어났고,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
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칠레와 ASEAN 국가로 원자재 공급처를 전환하고, EFTA 국가들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늘림
에 따라 FTA의 수입 증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기발효 FTA의 양자 간 교역에 대한 효과를 각 FTA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 증가율 면에서 한ㆍ
싱가포르 FTA가 가장 컸고, 그 다음 한ㆍ칠레 FTA,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과
의 FTA순임.
- EFTA 국가와의 FTA가 우리나라의 대EFTA 수출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수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한ㆍEFTA FTA를 포함한 모든 개별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FTA 체결 이후 나타난 양자 간 교역의 확대는 대체로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FTA 체결국으로 전환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개별 FTA별로 살펴볼 때, 한ㆍ칠레 FTA의 무역전환 효과와 한ㆍ싱가포르 FTA의 무역창출 효과
가 두드러졌고, 한ㆍASEAN FTA도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국 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
로 분석됨.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절대적인 크기는 물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증대되어 FTA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짐.

-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한 FTA 이후 국내기업 수출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시점을 기준
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액 측면에서도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남.
-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이 총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세계경기침체기의 기업 수출활동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거시경제의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3)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FTA 발효 이후 FTA 체결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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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나 FTA를 계기
로 광업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남.
- 대싱가포르 투자는 주로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수상 운송업에서 활발하였고, 그동안 투자 실적이
거의 없었던 EFTA 국가에 대해서는 2006년 FTA 발효 이후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증가함.
- ASEAN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FTA 발효 이후 원유
와 천연가스, 광업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는 FTA를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비교
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고 주요 투자 부문도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칠레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물류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임.
- 싱가포르와 EFTA 역시 FTA 발효 이듬해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싱가포르는 금융업과 부동산업 그리고 EFTA는 유통과 전문서비스업에 주로 투자함.
- ASEAN 국가로부터의 투자는 금융업과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가운데, 투
자규모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오히려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4%에서 2010년 4.4%로 감소함.

4)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 추정 결과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켰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됨.

- FTA를 계기로 후진국으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선진국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됨.
FTA는 주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진
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FTA 발효 이후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동향 분석의 내용과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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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 추정 결과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생산성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수출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고용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

- 수출과 생산성, 고용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FTA가 모두 발효된 200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사용한 생산성 지표에 따라,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과
생산성과의 관계도 2007년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로 발전함.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발효 FTA는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
을 주었음.

- 기발효 FTA는 수출 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에 기여함.
- 생산성 효과는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반면, 고용 효과는 주로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3. 정책적 시사점
1)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FTA를 평가할 경우, FTA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됨.

-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 간 호혜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정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한ㆍ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역적자의 확대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
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
- 같은 맥락에서, FTA 체결 이후 EFTA로부터의 수입도 국내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30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DDA 다자협상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FTA는 차선책으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FTA의 교역증대 효과는 무역창출은 물론 무역전환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바, 한ㆍ칠레 FTA처럼
어떤 FTA는 역외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음.
- 이는 FTA가 WTO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정과는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으로는 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 그 국가가 다른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함.

2)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FTA의 수출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FTA는 신규 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하며, 이러한 수출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 있고 통일된 정보망
의 구축이 요구됨.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부정적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수출 중소기업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대외경제가 불안정할 때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
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요구됨.
FTA의 경제적 이익은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정책이 필요함.

-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한ㆍ칠레
FTA를 제외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음.
- FTA 특혜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체계의 내실화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지속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같은 비효율적 제도를 개선하고 개방의 수준을 높이려는 근본
적인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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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확대와 질적 개선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함.

- 외국인직접투자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송금될 경우, 투자수혜국이 얻는 경제적 효과
는 그다지 크지 않음.
-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자금 중 대부업을 포함한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만큼 제한적임을 시사함.
- 또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쉽게 유출입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는 국내 경기의 변동성을 오히
려 증폭시킬 수 있음.
Greenfield형 FDI에 현금지원제도 및 여타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 중에서 직접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Greenfield형 FDI
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큼.
-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지수는 0.143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083과
비OECD 국가 평균인 0.14보다도 높은 상태로 우리나라의 투자규제 수준을 단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음.

4) 서비스 산업 주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함.

- FTA 체결국 중 싱가포르와 EFTA가 FTA 발효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처럼 FTA
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효과는 주로 선진국과의 FTA에서 나타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 FTA에서 제외된 한ㆍ미, 한ㆍEU FTA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국내 서비스업
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선진 해외기업의 국내 서비스 산업 진출을 활용하여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의 2011년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약 5만 달러로 미국과 EU 회원국에 크게 뒤지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임.
- 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know-how)를 적극 습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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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조업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5)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의 효과 전망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증가로 나
타날 전망임.

- 한ㆍEFTA FTA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선진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이전에 경
쟁국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우위를 갖는 제품, 즉 품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선진국 소비자의 눈높
이에 맞춘 제품이 필요함.
- 본 연구에 따르면, 후진국 FTA와는 달리 선진국과의 FTA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국내 서비스 생산성 향상
이 한ㆍ미, 한ㆍEU FTA 활용의 현실적 목표가 될 것임.

- 한ㆍ미, 한ㆍEU FTA를 통해 단기적인 수출 증대보다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밀 기계 및 장비 등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부담 경감으로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선진국과의 FTA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미국과 EU로부터의 외국인직
접투자 유치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단기 목표가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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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래 1986~94년 우루과
이라운드(UR)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 이행을 비롯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왔음.

- 특히 2000년대 들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시작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동시다
발적’인 FTA를 추진한 결과 현재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하여 45개국과 8건의 FTA를 발효
시켰음.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무역자유화에 대한 진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 FTA가 발효되어 FTA 상대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 내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상품의 소비자가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해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임.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기존의 실증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는 그동안 국내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이 GDP나 수출입 등 주로 거시경제
변수들의 변화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소비재 가격변화나
후생증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됨.1)
이에 따라 무역자유화, 또는 시장개방 확대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소비
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필
요가 있음.

- 특히 향후 무역 2조 달러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 이러한 의문에 답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1) 무역자유화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비자후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미시자료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자료
의 제약이라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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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증적․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관세 및 수입재의 국내도착가격 변화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
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수입액 가중)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1%로 하
락했음(그림 1 참고).

[그림 1] 평균 양허관세율(수입액 가중) 변화 추이(1996~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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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무역자유화 및 환율효과에 힘입어
수입소비재의 국내도착가격이 실제 하락세를 나타냈음(그림 2 참고).

-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까지 원화표시 수입소비재가격의 하락세
가 뚜렷하게 나타남.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37

[그림 2] 소비재 수입물가지수의 변화 추이(1995~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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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2)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
(1) 2000년대 이후 국제가격의 상승 추세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식품이나 공산품 주요 소비재들의 국제가격이 2000년 초반부터 전반
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관세감축의 효과를 상쇄시켰음.

- 지난 20년 주요 농식품의 국제가격추이는 대체적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하락세를 보이다가
2002~03년을 전후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다소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상
승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고).

[그림 3] 주요 소비재의 국제시장가격(1992~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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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2)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 비중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 가운데 8~10%에 불과(표 1 참고)

- 소비재 수입비중: 8.2%(1990) → 8.7%(2000) → 10.1%(2005) → 9.8%(2010)
이에 따라 소비재 수입관세 철폐가 국내 소비자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는 역으
로 국내 소비재 물가가 수입소비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부분보다 국산 소비재의 수급 및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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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비재 수입 추이(1990~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소비재

5,718
(8.2)

13,216
(9.8)

14,026
(8.7)

26,395
(10.1)

41,855
(9.8)

52,403
(10.0)

직접 소비재

2,744

5,537

6,325

9,383

14,931

19,952

내구 소비재

2,151

5,134

4,726

10,619

16,289

18,645

792

2,544

2,975

6,393

10,635

13,806

비내구 소비재
주: ( ) 안은 총수입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3) 품질 변화 및 신상품 편의에 따른 물가지수의 왜곡
품질 변화나 신상품 출현 등으로 이전 상품과 사실상 다른 상품이 되었음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
지 않거나 또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무역자유화로 인해 수입이 활성화되면 무역자유화 이전에 접할 수 없던 상품의 구매가 가능해짐.
- 또한 수입제한으로 인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던 수입품 가격이 국내의 유사제품보다 높다고 해
도 품질, 디자인 등에서 소비자가 만족한다면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됨. 그러나 소비자들
은 이로 인해 증가한 효용은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높은 가격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음.
- 무역자유화로 국내에 신상품이 등장하거나 기존 상품의 품질이 향상되었을 경우도 소비자들이
이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효용을 감안하여 후생증대를 체감하기 어려움.
수입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러한 품질 변화나 신상품 등장 등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는 것이 현실임.

-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로 더 많은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상품이 수입되었고 이와 같은
수입품의 양적 증가 및 다양성 증가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켰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
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통상적인 물가지수가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상품의 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제대
로 체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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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통관 이후 국내유통과정에서의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수입관세 철폐(감축)효과가 최종소비자까지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① 주요 공산품 수입 소비재의 공급
형태가 대체로 수입독점이라는 점, ② 경쟁 가능한 국산품의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 ③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와 그에 따른 수입관세의 인하가
환율하락과 연결되어 원화표시 수입물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수입 소비재가 국경을 통과하는 단계
까지는 가격하락효과가 존재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입소비재 가격하락이 소비재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수입소비재의 국내유
통단계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수입소비재 유통의 비효율성과 불공정거래,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환
경 등 국내소비재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함.

3) 상품다양성을 고려한 무역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상품 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을 감안해 실증분석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 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에 해당하는 추가 무역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 결과보다는 낮은 수치임(우리나라와 스위
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들 두 국가의 수입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의 수입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임.)

[표 2] 수입다양성으로 인한 한국의 무역이익
수입다양성으로 인한 무역이익(%)
한국의 무역이익

수입 비중 (%)

대체탄력성
σ=2.5

σ=2.9

σ=3.6

σ=4.4

σ=5.2

1996년 (총수입 기준)

26.2

18.3

14.8

11.0

8.5

6.9

1996년 (내수용 수입 기준)

17.7

12.1

9.7

7.1

5.5

4.5

20년(1992~2011) 평균
(총수입 기준)

30.8

21.7

17.6

13.2

10.2

8.3

20년(1992~2011) 평균
(내수용 수입 기준)

18.6

12.8

10.2

7.6

5.8

4.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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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적으로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음.

4) 수입소비재의 국내유통마진 분석결과
자료입수 및 조사획득이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 통관 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
로와 단계별 유통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 국내유통단계에서 나타난 특징은 ① 공급독점이
일반적 현상이며, ②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
인하효과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 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입 소비재의 유통마진은 대체로 국산 동종상품의 2~3배에 달하며, 소매 단계에서의 마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과 같은 국산 가전제품의 국내유통마
진율은 평균 23%임에 비해 동종의 수입 소비재의 유통마진은 56.4~63.1%로 국산 가전 마진율의
2~3배에 이름).
-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소비재의
마진율은 국산소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산 동종 또는 유사품과의 경쟁, 또는 수
입상품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예를 들어 국산품과 경쟁이 되는 수입산 포도와 돼지고기의 경우 유통마진은 국산과 별 차이가 없었음
(수입산 포도는 약 30%, 국산 포도는 45%, 수입산 돼지고기는 47%, 국산 돼지고기는 43% 등)

3. 정책 제언
1)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자유화가 수입소비재의 최종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일반적으로 국제
시장가격이나 환율 등의 변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FTA 등 무역자유화가 최종소비자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이 후생증대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와 같은 거시경제 안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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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역자유화효과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정책요건임.

2)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6%대(소비재의 경우 10% 수준)로 점진적인 관세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소비자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함.

- 예를 들어, 한ㆍ미 FTA의 경우 수입쇠고기에 대한 40%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므
로 대략 1년에 2.7% 관세가 인하되는 것이고 이를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음.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인하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입소비재에 대해 과감한 관세인하나 철폐가 필요함. 단 이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급자
들의 이해와는 상충될 것임.

3) 국내 유효한 경쟁환경의 조성
(1) 국내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의 생산 지원
수입소비재의 공급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사제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유사제
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국내에서 유사제품의 생산․공급에 대한 결정은 독점 수입품과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굳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으나 경쟁력을 갖춘 국내공
급자가 있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정부는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 가운데 수입통관가격과 최종소비자가격 사
이에 유통마진이 커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이 기대되는 수입소비재에 대한 가격정보, 즉 수입통
관가격과 최종소비자가격을 시장에 알려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소비자단체가 이를 효과적으
로 대신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함).
- 한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상품이 시장에 공급된다고 해도 초기 시장진입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과 수입독점업체의 과당 또는 부당경쟁을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줄 제도적 장치도
필요(예: 초기 창업자금의 지원은 물론 해당제품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시장진입과정에서 부당 또는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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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수입독점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
부의 중요한 역할임.

- 경쟁력을 갖추어 국내시장에서 수입소비재와 충분한 경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입한
뒤 2~3년 안에 퇴출되는 기업이 많은 이유는 기 진출기업들의 ‘기득권 지키기’ 형태의 합법적 연
대에 신규 진출기업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또한 성공적인 시장진출은 단순히 제품 생산 및 공급만으로는 어렵고 그에 합당한 유통 채널과
판매망이 뒷받침되어야 함.
- 따라서 정부는 수입가격과 최종소비자가격 간의 차이가 커서 매우 높은 유통마진이 유지되는 수
입소비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해당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
이나 생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는 수입소비재와 경쟁이 어렵다고 해도 신기술의 개발이나 R&D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
가능한 또는 대체 가능한 신상품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R&D 집중지원 대상에 유통마진
이 큰 수입소비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유효한 병행수입 및 유사수입의 활성화
국내기업이 수입독점기업과 경쟁이 어려운 경우라면(예를 들어 생산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유사제품의 공급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
으므로 병행수입, 유사수입의 활성화가 필요함.

- 이 경우에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유효할 것이므로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의 수입을 활성화하
여 독점수입소비재시장에 경쟁 환경을 조성(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행수입제도도 이러한
독점공급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병행수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공급독점력이 자동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님. 즉 병행수입은 일
종의 하드웨어이며 실제 경쟁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소프트웨어격인 판매능력
과 사후관리임.
따라서 병행수입이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병행수입제품
이 해당 독점 수입소비재와 동일한 상품이든지 아니면 유사제품이라도 기능과 디자인에서 차이가 없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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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병행수입 또는 유사제품 수입의 핵심은 사후처리 서비스임.

- 애프터서비스의 수준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독점 수입재공급사가 제
공하는 서비스와 차이가 없어야 함.
- 병행수입품이 이러한 수준의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견기업 또
는 중소기업의 연합체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
유효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나 제3의 객관적인 검증단체로 하여금 유사제품과
독점 수입소비재에 대한 품질 및 가격, 기능시험을 정밀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홍
보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

(3) 국내 유통망과 연계한 판매수요연합
대형 유통회사와 수입상품 판매회사 간에 판매연합을 형성하여 수입소비재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
로써 수요측의 교섭력 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입소비재의 독점공급업체가 국내시장에서 공급독점력을 행사하려 해도 국내물류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없이는 결국 최종판매는 국내 대형유통업체 및 대형판매업체의 역할일 수밖에 없음.
- 참고로, 주요 공산품 수입소비재의 경우 국내지사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재는 의류나 핸
드백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형 백화점이나 전문매장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짐.
정부 또는 기타 공적인 기관은 독점수입업체와 판매연합 간의 교섭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 정부 혹은 소비자단체가 관련 기초가격자료를 적절히 제공하는 한편, 정부는 불공정한 담합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유통이력제의 적극적 활용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력이 매우 크거나 소비차별화가 확실히 이루어져 마진율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고정될 경우 선별적으로 유통이력제를 실시하는 것도 유통마진을 흡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

- 수입품에 대한 유통이력제는 동 제도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함께 건전한 시장거래질
서 확립 등 ‘보이지 않는 유통 감시기능’을 통해 통관 이후 ① 원산지표시 위반, ② 국산 및 식용
으로의 둔갑 등과 같은 불법유통행위 근절에 필요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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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 유통이력제도는 통관이 완료된 수입품이 국내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유통과정에서 해당 수입품의 물류흐름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어 그만큼 수입품의 국내유통과정에서의(단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소매단계는 제외) 불공정행위
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임.

5) 소비자활동의 강화
수입소비재의 높은 국내유통 마진은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보다 객관화ㆍ조직화ㆍ효율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들이 다양한 소비자권익보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적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조직과 예산,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의 소비자단체활동에 미치
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수입소비재의 적정 마진율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는 공정한 감시활동이 관건인데 이는 정부와 같은 공적인 기관보다는 소비자단체와 같은 민간단
체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비영리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수입원가, 최종소비자가격, 유통마진의 조사 및 정기 발표
주요 수입소비재의 국제가격과 통관에 따른 수입원가 자료를 입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최종소비자가
격을 직접 조사하여 총 유통마진에 대한 정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가격 및 수입원가에 대한 자료 협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주요 수입소비재와 함께 주요 국산소비재에 대한 소비자가격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
써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2) 주요 소비재의 시험평가활동 강화
가격 대비 효과 측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소비자들도 제품의 성능과
기능, 디자인, 가격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수입제품과 동종의 국산제품과의 시험평가는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진작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 이는 소비자들이 수입소비재에 대한 가격대비 효용과 과시적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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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상품의 시험평가능력 제고

- 국제적으로 성능평가능력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당 전문적 기술과 지식, 능력, 시설
등 시험평가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려야 함(외국의 전문 소비자단체의 경우 철저한 상품의 품
질조사를 위해 수년간 시험을 하기도 함).2)

(3) 효과적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별 합리적 소비운동
공영방송에서는 정기적으로 가격조사 및 상품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 대상 홍보활동 지원
각 지자체별로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가격조사 및 상품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에 소비재가격조사 및 상품
평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
- 인터넷상에 수입소비재 관련 전문적인 정보공개 사이트를 제작 활용(예: 한국소비자원의 TPRICE)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조직을 보다 전문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함.

6)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
비록 소비자들이 체험하기는 어렵지만 무역자유화가 확대됨으로써 상품의 품질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상품
을 접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소비를 통해 소비자후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정책홍보에 적극 활용할 필요

- 예를 들어, 칠레산 포도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품종도 다양해지고 품질
관리도 잘 되어 이전보다 상품성이 높은 고급 포도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 것은 비록 포도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 것임을 알기 쉽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FTA 홍보대책에 상품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지면할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기적
으로 이를 계량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2)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의 경우 상품시험에 수년을 사용하기도 함. www.consumerunion.org 참고.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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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의 빠른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개방정책과 산업정책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다
수 존재하나 두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 중 R&D 정책에 초점을 맞춰,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
고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R&D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R&D 정책의 성과를 통합적인 분석틀 속에서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본격적인 개방화에 앞
서 개방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개방정책은 수출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촉진했을 뿐 아니라,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수입중간재를 통한 기술확산(technology spillover)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도 이끌어왔음.
◦ R&D 정책 역시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개방을 통해 타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흡수능력을 향상시
킴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게 함.
◦ 따라서 개방의 효과를 R&D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요인으로서 개방의 역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가능성 등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함.
◦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FTA나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 복수국 간 협정체결
등은 무역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과의 FTA가
이미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 등과 활발하게 FTA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경제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한국은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시장에서 주요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R&D 정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국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R&D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다른 WTO 회원국들과의 통상마찰
을 감안하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R&D 정책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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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개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1993년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국제무역의 규모는 매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UNCTAD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상품 기준)의 규모는 1993년 7.6조 달러에서 2011년 36.6조 달러로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늘었음.

- 유량(flow) 기준 세계 IFDI는 1980년 541억 달러에서 2011년 1.5조 달러로 연평균 11.4%씩 증가
하였으며, 저량(stock) 기준 세계 IFDI 또한 같은 기간 6,990억 달러에서 20.4조 달러로 연평균
11.5%씩 증가함.
유사하게 주요국의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OECD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41개 국가를 대상으로 R&D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R&D 투자는
2009년 현재 1조 292억 달러로 200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기간에서 증가하
였으며, 특히 비OECD 회원국의 총 R&D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총 R&D 투자에서 비
OEC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9%에서 2009년 18.5%로 꾸준히 증가함.
◦ 국가별로는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중국에서 총 R&D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국
의 총 R&D 투자는 2009년 현재 3,66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비OECD 국가인 중국의 총
R&D 투자가 1,406억 달러로 많았음.
◦ 한국의 R&D 투자가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면 한국은 주요국과 동일하게 최근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
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 역시 높은 수준에 도달함. 그리고 민간 지출 R&D 투자는 개발
을 중심으로, 정부 지출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대해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
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음. 또한 산업별로는 OECD 국가와 달리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월등히 많은 특징을 가짐.

무역과 FDI, 그리고 R&D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방의 확대와 R&D 투자 증가 간의 상호작용
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먼저 무역과 R&D 투자와의 관계를 보면, 1997년 이래로 OECD 국가들의 중저기술 품목과 중고
기술 품목, 그리고 고기술 품목의 무역이 저기술 품목의 무역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통계는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고, 이에 OECD
국가들은 수출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의미함.

- 한편 IFDI는 유치된 외국기업들이 해외의 본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R&D 활동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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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투자유치국의 R&D 투자와 제품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외로부터 유입된 기업 R&D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따라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IFDI 유치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더 활발
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으로서 교역과 투자
의 효과를 분석함.

- 분석대상은 R&D 투자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존재하는 1991년 이후 OECD 국가로 제한함.
◦ 이와 동시에 OECD 회원국 내 소득수준이 상이하므로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를 별도로 추정하
였으며, 시기에 따라 개방의 영향력이 다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을 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함.

- 분석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투자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리고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 교역의 증가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품에 체화된 해외
R&D가 교역을 통해 국내로 파급됨에 따라 정부 R&D가 감소되었거나 교역이 확대될수록 WTO 규정
에 합치되는 정부 R&D 보조금의 집행이 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 또한 1인당 GDP는 2000년대 들어 민간 R&D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한 것과 달리 정부 R&D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대상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즉 OECD 34에서는 2000년대 들어 1인당 GDP가 정부
R&D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한 반면, OECD 21에서는 민간 R&D에서와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외 정부 R&D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지원(민간에 지원한 정부 R&D와 IPRs 보호수준)은 OECD 21에
서 2000년대 들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R&D 지원정책이 민간 R&D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정부의 R&D에 대한 의지(IPRs 보호수준과 GDP 대비 정부지출)가 정부 R&D에
미치는 효과는 2000년대 들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R&D 투자가 개방성과(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음.

- Melitz(2003)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을 위한 고정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낮은 한계비용
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에 진입한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며,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은 이를 투자로 확장하여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업군이 투자를, 그다음으로 생산성
이 높은 기업군이 수출을 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기업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R&D 투자
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R&D 투자와 수출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며,
이러한 기업의 선택이 모여서 산업 수준, 국가 수준의 자료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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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평가정보(KIS: Korea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1980~2011년간 제조업 상장,
코스닥 및 외감대상 기업을 사용하여 기업의 수출총액, 수출비중(수출총액/총매출액), 수출여부,
수출개시 등 변수에 R&D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R&D는 제품혁신 R&D와 공정혁
신 R&D로 구분하여 사용함.
- 분석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출 여부, 수출
비중, 수출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약하자면,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extensive margin).

-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을 위한 R&D 투자와 공정혁신을 위한 R&D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총액에는 두 종류의 R&D 모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 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R&D 투자비중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품혁신 R&D 투자는 불확실성이 높으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제품의 차별성을 높여 기업의 수익
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되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으며, 공정혁신 R&D 투자는 제품생산의 한계비용을 줄임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ASEAN 등 저가제조업에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들과의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혁신 R&D 투자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R&D와 개방의 상호작용 및 경제성장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내 파급효과를 고려하였고, 패널 VAR모형을 이용하여 비교적 짧은 시계열 자료로 동태
적 관계를 분석함.

- Grossman and Helpman(1991)은 R&D와 무역이 상호작용하는 여섯 가지 경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1) 규모의 경제, (2) 경쟁효과, (3) R&D 요소가격 변화, (4) R&D 중복투자 방지, (5)
가용한 투입재 다양화, (6) R&D 파급(spillover).
- 충격반응 분석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시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짐.
-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
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적으로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외국 R&D 유입을 일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R&D를 통해 외국에서 들어오던 제품이나 기술을 대체하는 효과로 설명할
수 있음.
- 부가가치 성장률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석 결과, 국내 R&D 집중도의 상승이 부가가치 성장률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R&D 유입이 부가가치 성장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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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 효과적인 R&D 정책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및 국제규범인 WTO 보조금 협정을 살펴봄.

- R&D 지원제도는 주로 정부의 직접적인 R&D 투자자금 지원과 조세지원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의 OECD 국가와 주요 비OECD 국가에서 기업의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 외
에 간접적인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R&D 조세지원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 기업의 R&D 활동에 지원되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러시
아가 0.44%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이 미국(0.18%), 이스라엘(0.16%), 프랑스(0.15%), 스
웨덴(0.15%), 한국(0.15%) 순임.
- GDP 대비 간접적인 조세지원 비중은 프랑스가 0.2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캐나다(0.21%), 한
국(0.18%), 이스라엘(0.14%), 슬로베니아(0.14%), 벨기에(0.14%) 등으로 나타났음.
- 분석대상 국가 중 프랑스와 한국, 벨기에, 이스라엘,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일본, 포르투
갈, 캐나다 등 다수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 비중보다 조세지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오스트리아, 영국, 터키 등도 직접지원 비중과 유사한 수준의 간접적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그와는 반대로 선진국을 중
심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R&D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간접적인 조
세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개방경제하 효율적 R&D 정책을 위한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실험을 실시함.

-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규모와 산업경쟁력이 타국에 영향
을 미칠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현재 7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주력 수출품목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를 가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개방화가 더 진전될수록 전략적 행태
(strategic behavior)를 고려한 R&D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전략적 무역이론의 시사점을 실제 자료와 일반균형의 틀 속에
서 검증했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간재 교역의 비중과 국제생산 분할구조의 확대를
고려하여 기술협력의 효과를 살펴보았음.
- 사용된 자료는 2007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GTAP database Version 8이며,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두 국가가 각각 2개의 산업(최종재와 중간재)을 가지고 제3의 최종재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한 국가는 중간재를 자국 기업의 최종재 생산에 공급하거나 경쟁국가의 최종재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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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도록 수출이 가능하다고 모형화한 뒤, 두 국가가 최종재 또는 중간재에 R&D 투자를 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함.
◦ R&D 투자 역시 세분화하여, 최종재에 대한 R&D 투자는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과 공정혁신
(process innovation)을 위한 투자로 구분하고 중간재에 대한 R&D 투자는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
을 위한 투자라고 가정함.
◦ 아울러 최종재와 중간재에 있어 타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모방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해서 흡수능력
(absorptive)을 향상시키는 R&D 투자를 추가로 고려함.

- 분석 결과로부터 국제 R&D 협력 및 산업별 비교우위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원 등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음.

3. 정책 제언

1)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1) R&D 예산 증대
향후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무역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제품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
또한 고기술 및 중ㆍ고기술 제품의 수출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중ㆍ고기술 품목에서 더 많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조만간 여타
OECD 국가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와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바, 고기술 품목에 대
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확고한 경쟁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음.
- 국제 R&D 현황을 비교한 결과 OECD 34개국의 경우 2000년에 들어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
R&D가 증가한 반면, OECD 21개국에서는 교역으로 인해 민간 R&D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13개 OECD 국가의 경우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 R&D를 2000년대
들어 OECD 21보다 더 많이 증가시켰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임.
◦ 즉 현재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한국보다 많은 R&D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한국
을 추격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역시 R&D 투자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함.

- R&D 투자의 개방성과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도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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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extensive margin).
- 또한 우리나라 R&D와 개방의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개방을 통한 외국의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R&D 지출을 통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결론적으로 정부가 전체적인 R&D 투자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 R&D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접적인 R&D 예산확보도 중요할 뿐 아니라 간접
적인 지원책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R&D 유입이 늘어날 때 국내의 R&D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무역자
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경쟁촉진을 통해 기업들의 R&D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임.

(2)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향후 우리나라의 IFDI 유치 정책은‘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화해야 하며, R&D 센터의 유치를 위해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R&D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투자증가세를 보
이고 있지만 기업 R&D 활동은 주로 국내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흡한 상황임.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 R&D 투자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IFDI 유치
실적 자체가 매우 낮고 R&D 활동과 관련된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지난 참여정부 이래 10년 동안 선택과 집중의 IFDI 유치 정책이 수립ㆍ추진되고, 특히 R&D 센터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을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 또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R&D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R&D 센터 유치에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것 외에 R&D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인력의 고용 실적을 중심으로 재정지
원 및 조세지원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간접지원제도 확충
우리나라의 R&D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간접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주요 국가들은 세계 경기의 침체국면과 재정적 어려움 하에서 간접
적인 조세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WTO 규범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간접지원제도를 통한 R&D 육성은 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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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도 주어진 국가 예산하에서 R&D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
로 주요 선진국들의 조세지원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연구개발 환경을 충분히 고려
하여 한국형 R&D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ㆍ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에 들어온 외투기업들의 R&D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아울러 조세지원 인센티
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이 R&D 투자 확대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개방화 진전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분쟁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음.

- 소득수준이 높은 OECD 21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적재산권(IPRs) 보호수준의
증가가 2000년대 들어 민간 R&D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꾸준히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줌.
◦ 우리나라의 GP 지수는 1995년 3.89에서 2005년 4.33으로 매우 많이 향상되었으나, 선진국인 캐나다
(4.67), 독일(4.50), 일본(4.67), 미국(4.88)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2) 국제규범에의 합치
(1)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현재 다자 차원(WTO DDA)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D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협정 논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개방이 진전될수록 경쟁도 치열해지므로 이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중요한
이슈임.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R&D 보조금 중 많은 부분이 개발 분야에 투입되고 있고, 선진
국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개발 분야의 R&D 비중이 매우 높음.
- WTO 보조금협정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연구 성격면에서 ‘개발’로
분류되는 분야에 대한 R&D 투자 중 상당 부분이 ‘경쟁전 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사전적으로 우리나라 R&D 보조금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선진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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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R&D 국제협력
R&D 국제협력을 통해 중복투자를 피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전략적 무역모형 정책실험에서 산업구조에 따른 R&D 협력 가능 분야와 조합을 고려한 결과, 두
국가가 효율적인 분업구조를 갖추기 위해 R&D 정책 공조를 이룬다면 양국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음.
◦ 이 경우 양국의 역할분담 결정은 산업구조와 산업별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방안 마련
정부의 R&D 정책 수립과정에서 WTO 보조금 협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에 지원한 정부 R&D가 2000년대 들어 민간 R&D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민간
R&D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R&D 지원이 유지ㆍ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교역이 증대될수록 정부 R&D가 감소하는 원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국이 집행하는
R&D 보조금이 WTO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경쟁국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마
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임.

3) 효율적 R&D예산 수립 및 집행
(1) 기초와 응용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기초와 응용 분야에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두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응용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R&D 투자 자체를 늘리거나 간접적인 지원책 신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확보한
R&D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미국을 여타국과 비교하면 기초분야에 대한 R&D 정부 투자비중이 매우 높고 그 규모도 매우 방대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과 영국의 경우 기초분야에 대한 R&D 투자비중은 낮지만 응용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중장기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최근 기초와 응용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개발분야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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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지탱해 주는 기초와 응용 부문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바, 향후 동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됨.

- R&D 투자를 제품혁신을 위한 R&D 투자와 공정혁신을 위한 R&D 투자로 구분한 실증분석 결과 수출
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R&D 투자비중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록 공정혁신 R&D 투자는 제품생산의 한계비용을 줄임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성과를 향상시
킬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ASEAN 등 저가제조업에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제품혁신 R&D 투자는 불확실성이 높으나 새로운 수요의 창출 혹은 제품의 차별성을 높여 기업의 수익
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되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음.

(2)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R&D
투자에서 국방 관련 분야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함.

- 미국은 R&D 정부 예산의 절반가량을 국방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개발된 첨단
군수물자를 세계 각국에 판매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배정된 정부 R&D 예산이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의 자주국방에 투입되는 군수물자를 독자 개발ㆍ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매년 우수 군수물자
도입을 위해 대규모 외화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차세대 전투기ㆍ전차ㆍ군함 등 첨단
장비의 개발에 더 많은 R&D 투자가 계획ㆍ시행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다가올 우주시대를 대비해 이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 미국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NASA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우주개발과 관련된 R&D 투자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3)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새로운 R&D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시 순수익에 대해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냉정한 평가
가 필요함.

-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지나친 공급과잉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애초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R&D 예산이 적지 않음.
- 연산가능 일반균형 분석의 첫 번째 결론은 R&D 정책을 수립할 때는 경쟁국들의 전략적 행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므로 R&D 사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말고 냉정하게 평
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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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
우리나라는 산업별로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경쟁력의 수준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함.

-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과 그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지원정책은 기초나 응용(범용)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분쟁의 가능성을 피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
한 기초 또는 응용기술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을 위한 R&D
투자 활성화방안이 바람직함.
◦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통상분쟁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직접
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FTA 등을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품혁신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효율적임.
◦ 하지만 동시에 산업구조와 신기술 개발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공정혁신이나 흡수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R&D 투자가 바람직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음. 즉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높은 비용과 성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들은 제품혁신을 위한 R&D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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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의 기온
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음.

-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와 같은
3대전략과 이러한 3대전략을 구체화시키는 10대 정책방향에 의해 이루어짐.
- 녹색성장정책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개년계획을 통해 단기ㆍ중장기적 단계로 추진되고 있음.

[그림 1]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ㆍ에너지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비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핵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8.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개별 업체ㆍ산업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이동, 판매 등의 조건을 결정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조치는 한국이 포함된 다자무역제도를 규율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컨대 정부가 녹색기술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생산 공정 시의 의무적 온실가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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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감축 기준을 도입할 경우,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등은 국내외 시장에 영향을 줌.
-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WTO 사무총장이 2010년 6월 무역정책검토기관에서 발표
한 세계무역동향 자료에서 각국 무역관련 조치 목록에 언급되었고, 한국의 각종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2012년도 WTO 사무국의 무역정책검토 보고서에도 설명되어 있다는 점은 녹색성장정책
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줌.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국내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
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특히 현행 법률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와 유사한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향후 녹색정
책 추진 시 통상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함.
- 녹색성장과 WTO간의 조화 문제에 대한 검토는 외국 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제규범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우리 녹색성장정책의 모형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으로 나누어 검토하
였음.

- 국내적 접근은 녹색성장과 WTO간의 관계를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의 세 가지 주요 국내
정책 분야별로 분석한 것이며,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
의 조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임.

2. 국내적 접근을 통한 녹색성장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방안
1) 시장개방정책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기후변화 완화조치들은 일반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탄소
누출을 초래하는데, 이와 같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배출권 구매 요구 또
는 탄소세와 동등한 금액을 부과하는 국경세 조정 등 수입에 대한 규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그 성격 및 적용 방법에 따라 WTO 규범 중 특히 상품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최혜국대우의무(제I조), 내국민대우의무(제III조), 양허관세
를 초과하는 관세 부과 금지 의무(제II조)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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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정 녹색성장 조치가 GATT의 시장개방 규정을 위반한다는 근거로 외국으로부
터 특별한 지적이나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향후 탄소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의 보조금ㆍ
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수입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이들 조치를 GATT와 합치하도
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외견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고탄소 제품과 저탄소 제품에 대해 상이한 부과금이나 규제
를 적용할 경우 내국민대우의무나 최혜국대우의무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이들
상품이 동종상품인지의 여부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임.
- 한편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건강에 대한 유해가능성이 상품을 구별하여 차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해석은 환경 친화적 상품과 비친화적 상품의 차별대우
가 GATT 비차별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는 비차별 원칙 등 GATT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GATT 제XX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정당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특히 미국 가솔린 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제XX조 (g)호상의 ‘유한천연자원’의 개념을
확대하여 청정한 대기를 유한천연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성장 조치를
유한천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였음.
- 또한 GATT 규정을 위반하는 녹색성장 조치는 제XX조 (b)호에 언급되어 있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도 여길 수 있음.

2) 산업지원정책
우리나라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무
역정책검토기관 등의 WTO기관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해 지적된 바가 거의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보다 한국이 녹색지원에 대해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을 성실하게 지
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투명성ㆍ홍보 차원에서 녹색지원에 대해
발간하는 자료는 WTO제소ㆍ상계관세조사 추진 시 상대국으로부터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전반적 내용은 물론 각 단어, 표현, 문장까지 각별히 유의해야 함.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이 아직 WTO에 피소된 적은 없었으나, R&D, 에너지 등 관련 우리나라의
각종 녹색지원 조치에 대해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사례가 실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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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녹색 상품ㆍ기술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들 간의 녹색성장 분야의 경쟁률이 높아질
만큼 통상마찰이 많아질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거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대폭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ㆍ상쇄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상대국의 제소나 상계관세 등 대응조치 적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

- WTO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수출촉진ㆍ수입대체 보조금의 제공을 삼가야
하며, 동일한 보조금이나 지원프로그램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생산자를 위한 일반 보조금보다 제소ㆍ상계관세조사 발동요건이 더욱 복잡한 녹색제품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을 잘 활용하고, 아직 WTO에서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을 녹색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적극 활용해야 함.

3) 기술규제 정책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다른 국가가 WTO 기관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
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한 사례는 총 4건이었으나, WTO에 제소된 사례는 없었음.

- 그러나 녹색성장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술규제 도입의 증가가 예상되
는 만큼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과 WTO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함.

-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가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비차별 원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준비, 적용
및 채택에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됨.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특히 국제무역
에 불필요한 장벽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
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하며, WTO의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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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적 접근을 통한 녹색성장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방안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과 WTO간의 조화를 위해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가 보다 조화롭게 공
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의 공조를 요구함.

- 이들 다자체제 간의 엄밀한 법률적 의미에서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지만, 기후변화 완화
를 위한 각종 국내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여 WTO 규범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양 체제 간에 일종의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국제적으로 양 체제가 더욱 가까워지면 기후변화조약을 이행하는 국내조치에 의한 WTO 규범
위반의 여지가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자무역과 기후변화 다자체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WTO 제도를 녹색화하며,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 준수율을 높여야 함.

- WTO 녹색화 방안과 관련해서, (1) APEC에서의 환경 상품ㆍ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합의내용에
근거한 DDA 복수간 협상을 추진해 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간주하
는 WTO 규정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며, (2) 우리나라의 대 WTO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통상조약 체결절차를 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통해 녹색화해야 함.
-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준수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향후 기후변화협
약(UNFCCC)하의 대응조치영향 포럼에서 무역 관련 이슈를 논의하자는 몇몇 국가의 입장을 지지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
적인 태도를 취해야 함.

4. 결론 및 대응방향
국내적 접근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데, 이에 따라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특정한 법령, 사업 등의 조치는 다자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함.

- 각종 녹색사업 추진 시 통상법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며, 녹색성장 조치에 대한
외국 업계나 정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
대외적 접근은 국제논의, 협상, 무역협정 체결 절차의 녹색화를 통해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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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를 만들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추
구하는 만큼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간의 조화를 위한 국제사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야 함.

- 양 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접근방식은 모두 우리나라의
효과적 역량강화를 요구함.

- 무역과 환경, 통상법과 환경법 등 관련 학문간 교육,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며, 녹색성장ㆍ환경
정책과 무역정책을 수행하는 여러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함.

[그림 2]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방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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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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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조치의 비차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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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관련 주요 법률
법률명

제정일

시행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
관한 법률
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2.5.14

2012.11.1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
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11.5.24

2011.11.25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
법률
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0.6.8

2011.6.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10.1.13

2010.4.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
에 이바지함.

2009.6.9

2009.12.10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007.8.3

2008.2.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7.4.27

2008.1.1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
법률
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006.10.4

2007.4.5

에너지법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
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6.3.3

2006.9.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4.12.31

2005.7.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68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 목적

참고자료

법률명

주요 목적

제정일

시행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
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4.12.31

2005.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촉진에 관한 법률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4.10.22

2005.4.23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
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
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1997.12.13

1998.12.1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
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95.12.29

1996.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
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

1994.12.22

1995.3.23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법률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92.12.8

1993.6.9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
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
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1991.12.31

1992.9.1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
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91.12.14

1992.6.15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
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90.8.1

1991.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

1979.12.28

1980.6.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main.html>를 검색하여 법률의 제정일 순위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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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ㆍ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
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음.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로의 지향점은 여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우선 협상 방식에 있어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
으로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이 되었으나, 모든 당사국
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인 입장
수립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 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2) 체제설계
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간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미를 논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 연구는 시나리오별 개별국의 국제협약 참여유인 자체를 분석하거나 일국 내 개별 운영 메커니즘
설계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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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EU ETS와 같은 지역 차원의 감축 메커니즘이나 국제 수준의 경우
에도 개별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에 국한됨.
- 감축과 지원으로 대표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 더 나아가 개별 메
커니즘 간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
신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는 기후변화체제의 개별 운영 메커니즘을 설계변수로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신기후변화체제
의 안정화 측면에서 개별 메커니즘 간의 통합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음.

2)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
2011년 개최된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단일 법적
체제에 관한 협상 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이 도출되었음.

- 당시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선진ㆍ개도국 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주요 개도국의 의무감축을 요구한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 의무
감축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을 별도로 논의하는 2 트랙(two-track) 접근방식을 주장하였음.
- 이러한 점에서 더반 플랫폼은 개도국의 요구사항인 장기 지원목표 수립과 신규 기금인 GCF 설립
합의를 동력으로 한 신체제에 대한 합의로서 ‘패키지 딜(package deal)’ 성격으로 평가됨.

3) 신기후변화체제 안정화를 위한 이론적 모형
현 기후변화체제는 여타 공공재 문제와 같이 감축비용 지불주체와 감축 편익 향유주체 간 괴리로 인하
여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과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감
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의해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
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기후변화체제의 기본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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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변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감축유인 제고와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신기후변화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감축의무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국가 간의 이질성을 완화하
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 감축의무 부여와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전통적 해결방식만으
로는 폭넓은 감축행동 참여를 유도할 수 없음을 도출함.
- 특히, 국가 간 감축에 대한 편익과 비용이 상이한 경우 안정적인 체제를 구성할 수 없음을 확인함.
◦ 새로운 해결방식으로 주목받는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역량배양 등이 국가 간 이질성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따라서 신체제의 핵심구성요소가 될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 설계과정에서 국가 간 이질
성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

3) 개별 메커니즘의 구조와 특징
(1) 감축 메커니즘
선진국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던 교토 메커니즘은 최근 개도국의 감축 참여를 고려한 신규 시장메커니
즘에 대한 논의로 확대 발전하고 있음.

- 교토 메커니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국가별로 감축한계비용이 상이하므로 세계적으로 감축한계비용
이 가장 낮은 주체가 감축을 감당할 경우, 동일한 감축량을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는 것임.
- 교토 메커니즘의 목적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고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기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따른 기존 방식을
벗어나 탄소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됨.

개도국의 감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개발이 시급하며,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신기
후변화체제가 지향하는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자발적 참여, 메커니즘 간 보완성, 환경건전성 달성, 온실가스 순감축에 기여,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설계, 안정적인 탄소시장에 기여 등은 신규 시장 메커니즘이 갖춰야 할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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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메커니즘
협약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선진국에
부여하였음.

- 그러나 그동안 지구환경금융(GEF) 주도의 지원은 규모와 성과 측면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GEF는 4년마다 열리는 재원보충(replenishment) 협상을 거쳐 지원 자금을 모금하는데, 최근 제5기 재원
보충 협상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지원 예산은 약 14억 달러임.

-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선진국은 2020년이 되는 시점에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
한다는 장기 지원목표와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에 합의하였음.
- 또한 기존의 ‘기술이전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집
행위원회(TEC) 및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로 구성되는 기술 메커니즘이 설립되었음.
◦ 기술이전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의 연계가 핵심임.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개도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한바, 향후 감축
및 지원 메커니즘 논의는 상호 연계되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4) 감축 및 지원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감축수요가 발생하고 지원 메커니즘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그림 1).

감축 및 지원 규모확대 필요성에서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바, 감축 및 지원 통합 메커
니즘 설계의 핵심은 민간참여를 위한 유인체계 구성에 있다 할 수 있음.

- 민간은 감축 크레딧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고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의 선점을 목적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축수요를 야기하는 주체이자, 개도국 내 감축사
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자금의 제공 주체임.
- [그림 2]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대개도국 기후재원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민간재원 규모가
이미 공공재원을 크게 넘어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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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축ㆍ재정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대개도국 기후재원 흐름

자료: OEC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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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억 미달러/연간)

3.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안
을 제시하였음.

1) 통합 측정ㆍ보고ㆍ검증(MRV) 시스템 구축
-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수준임.
-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의 MRV의 정교성 제고나 메커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MRV 모범사례
를 도출하는 것을 제안함.
◦ 첫 번째 단계로는 국내 배출권거래 대상 배출원에 ‘유사 지원메커니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첨단 감축기술이 부족한 중소업체에 대한 기술이전분을 감축목표 달성으로 인정하는 방식임.
◦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 기업에 해외오프셋이 인정되는 시점이 될 때, 일본의 양자 간 감축 메커니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확대된 통합 MRV 사례를 개발하는 것임.

2)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른 기여도 차별화
-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
였음.
- 즉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성격의 자본유
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적 감축 및 지원 효과기대에 따른 사전적 보상 차별화 방안은 사후적 평가에 따른 보상 차별
화의 보완책으로 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접근은 협상 측면에서,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
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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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의 확산효과 지표의 개발
- 기술이전을 통해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금
지원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기술이전이 감축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를 통하여 기술 확산효과가
발생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개발 시 기술이전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자금지원 시 민간자본의 유형에 따라 지원의무 이행 기여도를 상이하게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 확산효과에 따라 지원 의무이행 인정할인율을 차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직접적인 기술지원에 의한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1의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민간투자에 의한
간접적 기술이전은 이보다 낮은 (혹은 경우에 따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임.

- 아울러 기술 확산효과에 대한 지표개발 단계에서 수원국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개도국 수요에
적합한 기술이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4) 녹색개발은행 설립
-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1) 선진국의 감축비용 완화, 2) 신체제에서 선발개도국의 감축참여 유도, 3) 개도
국의 저탄소개발촉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원 메커니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선진국에는 신성장동력 산업진흥의 직접적인 매개체가, 개도국에
는 저탄소개발전략의 가능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이 필요함.
◦ 총괄관리기구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
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ㆍ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둠.
◦ 본 연구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
회와 GCF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임.
본 연구는 GCF를 모태로 하는 녹색개발은행 등의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체 설립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산업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속가
능한 발전에 더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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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던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음.

-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세계 각국들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동원함.
- 이와 더불어 재정확대정책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정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금융위기 이전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국가와 경기침체가 심했던 국가들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유럽 재정위기 확산은 선진국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짐.

-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선진국들의 GDP대비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
- 미국의 2011년 채무한도 증액 과정의 마찰로 인해 S&P사가 미국 장기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함.
-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통화
정책이 묶여 있는 재정건전국들의 신용등급까지 강등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의 신용도에서 채무관리가 중요함을 반영하여 국가 채무가 국가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신용등급의 강등은 국가 채무의 이자비용 혹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승시키게 됨.
- 따라서 정부 부채운용 목표 중의 하나인 안정적인 중장기 채무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신용등급 변화와 거시경제
국가 신용등급은 정부의 채무상황 의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당국가 내 채권 발행기관의 상
한선 역할을 함.

- 즉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해당 국가의 경제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
이 국가 신용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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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자국통화표시 채무등급과 외국통화표시 채무등급을 따로 부과하고
있는데, 신용위험과 부채 상환비용 등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국통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
이 높은 편임.
국가 신용등급은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부여되며, 이에 따라 정량적
판단과 함께 정성적 판단이 함께 개입됨.

- S&P사의 경우, 국가 신용등급 평가 항목을 정치적 요소, 경제적 요소, 대외부문, 재정정책분야,
통화정책분야의 5가지로 나누고 있음.
- 무디스사의 경우에는 ① 경제 탄력성(resiliency) 평가 → ② 정부 재정의 건전성(robustness) 평가
→ ③ 등급 결정의 3단계를 거쳐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함.
- 피치사의 경우 주요 평가 요소로 거시경제적 성과와 전망, 충격에 덜 민감한 경제구조, 건전한
정부재정, 대외금융(경상수지, 자본유출입, 대외부채 등 포함) 등을 지목하고 있음.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OECD 국가들의 국가 신용등급 변동은 주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음.

- 분석대상 국가들(OECD 34개국) 중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
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 17개국
의 국가신용등급이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상승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주로 각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을 단행

-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2008~09년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함.
- 그리스(14.3→2.3), 아이슬란드(16.3→10), 아일랜드(19→11), 이탈리아(16→12), 포르투갈(16.8→
5), 스페인(19→11)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이전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큰 폭으로 자주 조정됨(표 1 참고).
- 유럽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정적자 규모와 국가 채무 규모가 월등하게
큰 일본과 미국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됨.
- 반면 호주,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 터키 등은 최근까지 유럽 재정위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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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화
상승

하락

2008년

체코,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2009년

칠레, 터키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2010년

칠레, 에스토니아, 한국, 터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2011년

호주,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벨기에,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2012년

아이슬란드, 한국, 터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국제통화 보유국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통화로 직접 자금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외국통화
로 조달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태환이 가능(convertible)함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됨.

- 자국의 통화가 국제화된 국가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호주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중 호주, 영국과 유로지역 가입국 중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은 2012년 9월
현재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모두에서 AAA 또는 Aaa의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IMF 구제금융 수혜국이라는 점은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갖게
하여 향후 그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OECD 국가 중 1990년대 이후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국가는 한국과 터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임.
- 이들 국가들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즈음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
는 경우가 많음.
국가 신용등급은 일반적인 경기변동과는 무관하나,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신
용등급을 부여받는 데 유리함.

- 5년 평균 GDP 성장률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보면, GDP 성장률과 신용등급은 음의 관계로 나
타나지만, 그 변동성이 낮을수록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음.
- 국민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신용등급도 높음.
- 국가 신용등급은 물가상승률과 그 변동성 간의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임.
- 국가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거나 적자규모가 작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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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국채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형성하게 하여 국가가 국채 발행으
로 자본을 조달함에 있어 낮은 비용으로 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줌.

-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채 이자율과 CDS 프리미엄이 낮음(그림 1 참고),

[그림 1] 2000년대 국가 신용등급1)과 금리 간 관계
(국채 10년물 이자율)

(5년물 CDS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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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에 대해 낮은 순서대로 1부터 19사이의 점수를 부과한 후 월별 평균한 것.
2) 국채 이자율과 CDS 프리미엄은 월별 평균.
3) 추세치는 로그 선형 회귀식으로 구함.
4) 이상치(outlier)는 제외: 터키(2001년 2월∼2003년 6월), 그리스(2010년 3월∼), 아일랜드(2010년 12월∼), 포르투갈(2011년 5월∼) 등 IMF 구제금융
지원 기간을 제외.
자료: 1)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 국제금융센터(KCIF); 각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2) 국채 이자율, CDS 프리미엄: Bloomberg Terminal.

2) 국가 채무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국가 채무에 따른 신용등급의 변동 분석결과 총부채 수준 이외에도 외채, 외화부채 및 총부채증가량
등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줌.

- 국가 채무의 경우 국가 간 국가 채무의 수준 차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나, 한 국가
안에서의 국가 채무의 상승은 신용등급의 하락을 가져왔음.
- 외채를 추가했을 때,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신용등급의 총부채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했음.
- 외화부채가 높은 국가는 신용등급이 낮았으며, 한 국가의 외화부채의 변동도 유의수준 10% 수준
에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쳤음.
- 순총부채 증가, 즉 그 해 채권발행량이 증가하여 총부채가 증가할 때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
이 커짐.
- 한편,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를 나누어서 국가 채무 증감을 살펴보면,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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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한편 국제화된 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부채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음.

3) 신용등급 변동국가들의 사례연구
분석결과를 적용하면,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락에는 국가 채무의 증대가 가장 큰 영향을 줌.

- 이외에도 1인당 국민소득의 하락, 경제성장률의 하락 및 반부패지수의 하락 등이 그리스 신용등급
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2006년 이후 아이슬란드 신용등급의 하락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도 국가 채무 증가임.

- 1인당 국민소득의 하락, 금융위기의 영향과 경상수지 악화 등도 나열한 순서대로 아이슬란드의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줌.
슬로바키아의 신용등급 상승에 가장 영향을 준 변수는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상승임.

- 2000년대 초반에는 국가 채무 변수가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으나, 2004년 이후 국가 채무 개선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원인 중의 두 번째로 영향이 컸음.
- 이외의 변수로는 물가상승률 하락이 소폭이지만 신용등급 개선에 영향을 주었으며,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폴란드의 신용등급 향상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1999년 이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은 것임.

- 1인당 국민소득의 개선, 물가 안정 등도 신용등급 개선에 일조함.
- 정부 재정적자나 국가 채무 등 이외 변수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음.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승의 주요한 원인은 1인당 국민소득의 상승에 있음.

-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의 영향이 적어지면서 신용등급도 상승에 영향을 줌.
- 2000년대 초반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경상수지 개선이 1인당 국민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
을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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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1) [부채 총량 관리] 국가 채무의 총량 관리는 국가 신용등급의 유지 및 상향 조정에 중요한 변수임.

- 특히 신용등급이 상승 시보다는 하락 시에 큰 영향을 미침.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상승의 원동력은 국가 채무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여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때는 대외수지 등 여건을
살펴보고 신용도를 유지하면서 조달 가능한 수준의 국가 부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임.
2) [외채 관리] 국가 채무를 조달하는 데 외국인의 국채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함.

- 국가 채무가 외채로 조달된다면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됨.
- 따라서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데 따르는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효과를 최
소화해야 할 것임.
3) [외화부채 관리] 다른 나라의 화폐로 국가 채무를 발행한다면 통화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신인도
에 더 크게 영향을 줌.

- 국가 채무를 조달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통화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통화불일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발행화폐로 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부채 증가속도 관리] 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 재정 조달계획 수립 시 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세수와 세출을 계획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리스크 시나리오를 감안한 보수적인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국채발행량을 추정하여 국
가 채무를 큰 폭을 늘려야 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함.
5) [원화 국제화 추진] 원화가 국제통화로서 성공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부채조달에서 통
화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것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화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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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
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거시·금융정책을 펼쳐왔으
나, 이러한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는 이러한 부작
용에 대응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유럽 선진
국들은 구제금융정책을 통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에 대응하였음.
◦ 그러나 구제금융 지급과정에서의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구제금융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

- 통화정책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은 제로(0) 금리 수준의 초저금리정책을 시행하
였고, 정책금리 조정으로 인한 통화 완화 여력이 없어지자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비전통적인 통
화정책을 시행하였음.
◦ 그러나 초저금리 수준의 장기화로 인해 자원 배분의 왜곡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전통
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일제히 적극적인 확장적 재
정정책을 시행하였음.
◦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촉발되었으며, 미국의 국가채무도 급
격히 증가하여 신용등급 강등과 재정절벽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였던 거시·금융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을 가늠
하는 데 있음.

- 특히 금융위기 중 실시된 경제정책을 구제금융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한 공과를 따지고, 향후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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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주요국 구제금융정책과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
으며, 각국 정부는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방지하고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에 긴급
히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였음.

- 미국은 은행의 부실자산 인수, 은행 자본확충 지원 등 13개의 다양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금융기관 이외에도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구제금융자금을 지원한 반면, 영국과 유럽은
은행 국유화와 정부 지불보증 형태의 구제금융 지원정책을 폈음.
◦ 미국에 비해 영국과 유럽이 은행 국유화에 적극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
되어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음.

-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지원한 주요 은행과 영국 정부가 국유화한 은행들의 경영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자기자본 비율, 기본자본 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반면, 자산증가율이나 총자산
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이 성장성이나 수익성 지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
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부실자산비율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임.

글로벌 금융위기 중 시행되었던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정책이 위기의 확산과 심화를 막아 위기 극
복을 위한 발판이 된 측면도 있으나, 구제금융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향후 선진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구제금융 지급 과정에서의 대마불사 논란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향후 선진국 금융산업의 위험
추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 구제금융은 시장원리에 따라 마땅히 구조조정됐어야 할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킴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영국 대형은행들의 경영지표가 구제금융 이후 개선되지 않고 일부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구제금융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불안을 제어하기 위해 선진국은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하는 등 금융 건전성(prudential)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됨.

- 미국의 금융개혁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정, 영국
의 개혁위원회(ICB: 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설립과 은행세 도입, EU의 은행 자기
자본 지침 수정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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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통화정책과 평가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기간 내내 0~0.25%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으
며,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공약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음.
- 영국도 0.5%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유로지역은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안정목표에 가장 충실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정책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 심
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 유럽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시점에서도 정책금리를 1% 수준으로 유지하여, 그 인하
수준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심화되던 2011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하였음.
◦ 유럽중앙은행은 2011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 0.25%씩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2011년 하반
기 이후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어 다시 금리 인하를 하였음.

- 유럽중앙은행은 목표 물가상승률 2%를 초과하는 물가상승률이 금리 인상의 이유였으나, 금융위
기와 재정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일한 물가 목표를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됨.
◦ 특히 금리 인상 당시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의 일부 회원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
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1% 미만의 부진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음.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초기에 각종 이자율의 수준을 낮추어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나, 이후 그 효과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고 판단됨.

-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분석 결과 제1차 양적완화(QE1)의 효과가 가장 컸고, 제2차 양적완
화(QE2)의 효과는 QE1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는 QE2보다
도 작았음.
◦ QE1은 10년 장기국채 금리를 -122bp, MBS 금리를 -127bp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QE2는 10년 국채
금리를 -43bp, MBS 금리를 -37bp 낮추는 효과가 있었음.
◦ 단기 금리에 대한 정책공약은 10년 국채 금리를 -36bp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민간 금융시장 이자율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음.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국채 금리하락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음.

- 따라서 2012년 말 현재 진행 중인 QE3의 효과도 이전 양적완화의 수준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10월 현재 QE3의 효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8bp 하락하였으
나 그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MBS 금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32.3bp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

90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 2000년대 초ㆍ중반 일본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초기에 도산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들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는 효과
적이지만, 이후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
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망감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

3) 주요국 재정정책과 평가
동태 패널 벡터자기상관 추정(Dynamic Panel VAR Estimation)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 승수는 이전 수준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장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냄.

- 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정부지출에 대한 재정 승수는 충격 당시 0.5 수준
이며, 이후 누적승수는 제로(0) 수준임.
◦ 즉 위기 이전의 정부지출 증가는 민간 부문 소비나 투자를 구축하여 경기부양(GDP 증가)을 유도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정부지출 승수는 충격 당시 0.3이며, 장기적 누적 승수는 1.2 수준에
달하였음.
국가채무의 수준별로 재정승수를 분석하면, 국가채무의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도 재정승
수가 0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는 음(-)의 재정승수가 추정되었음.

[그림 1] 정부지출 승수,
위기 이전(2000년 1/4분기~2007년 3/4분기)

[그림 2] 정부지출 승수,
위기 기간(2007년 4/4분기~2012년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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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 이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재정 승수는 제로(0) 수준이었고, 장기 누적승수는 -0.78로 나타났음.
-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 이하인 국가들의 경우, 단기적인 재정 승수는 0.2 수준이었으며, 장기
누적 승수는 1.4에 달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 중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은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선진국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재정건전화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지역 일부 회원국, 재정절벽의 위기에 처한 미국, 이미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0%를 육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보다는 재
정건전화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3. 정책적 시사점
1) 선진국 금융기관 부실의 장기화 가능성
구제금융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선진국 금융산업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부실 청
산의 지연으로 인해 그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행태의 개선이 요구되나, 대마불
사 논리로 구제된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고, 다시 고위험 경영형태로
돌아가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구제금융은 시장의 자정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조조정되었어야 할 부실화된 금융
기관을 회생시켜 부실의 장기화를 가져올 수도 있음.
구조조정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구제금융정책은 금융 부실화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으
며, 이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선진국이 직면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임.

92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그림 3] 높은 부채 수준의 국가들: 정부지출 승수,
위기기간(2007년 4/4분기~2012년 2/4분기)

[그림 4] 낮은 부채 수준의 국가들: 정부지출 승수,
위기기간(2007년 4/4분기~2012년 2/4분기)

2)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및 상품시장 불안정 가능성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부산물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향후 개발도상국의 외환시장과 자산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당분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되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리차이에 의한 재정거래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개
발도상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커질 수 있음.
◦ 개발도상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은 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도상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국제 자본은 부동산, 주식시장 등 특정 자산시장의 과열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유가와 곡물가 등 국제상품시장의 가격 상승과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음.

- 현재 두바이 유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보다 크게 높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인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고유가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다시 한 번 가격을 높인
다면 세계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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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경기변동성 증가 가능성
향후 수년 동안은 주요 선진국 거시정책 수단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새로운 경기
침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선진국의 경기변동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음.

- 통화정책상으로는 2009년부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
는데,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적완화의 유효성도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음.
- 재정정책상으로는 거의 모든 주요 선진국이 과도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요구를 받고 있음.
-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두 축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선진국 경기변동 폭의 증가는 세계경제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임.

-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이 얼마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느냐가 향후 세계경제 안정성을 가늠
하는 척도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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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
고,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전 세계의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환시장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글로벌 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외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함.

- 높은 대외의존도와 환율변동성의 확대는 한국경제를 외부위기에 더욱 민감하게 함.
- 환헤지를 위한 국내 파생금융시장은 환율변동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상기 필요성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현재 환헤지 실태는 어떤지, 환노출 분석을 통해 환헤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효율적인 환헤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해외사례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함.
동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기업의 환노출
분석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환헤지비율 추정, △해외 사례 연구

- 해외 사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이스라엘, 자국 통화 국제화에 성공한 호주, 소국 개방경제
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스웨덴,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영국을 조사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환리스크 관리 실태 및 문제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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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았으며, 기업이 금융시장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
할 수 있는 상품도 부족한 상황임.
-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수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키코 사태 후유증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
움이 여전히 시장접근을 방해할 정도로 컸음.
2010년 무역보험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환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환헤지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키코사태에 따른 파생상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 환헤지 기법에 대한 지식 부족임.
- 수출규모에 따른 환리스크 관리 실태를 보면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환위험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외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만으로는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환위험 관리 수단으로는 주로 환변동보험과 선물환을 사용하며, 통화선물과 통화옵션은 극히 제한
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대표적인 환헤지상품인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의 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심지어 위기 시에는 판매를 중단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산업별 사례조사로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는 조선업, 수입기업으로는 항공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음.

- 조선업은 70% 이상 선물환을 통해 환헤지를 함으로써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환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한 은행의 포지션 조정으로 외환시장의 시스템을 취약하게 할 수 있음.
- 항공업은 유가 및 통화에 대한 선물환, 스왑, 옵션 등 외부적 관리전략과 상계, 매칭, 리딩 등 내부
적 관리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율변동에 의한 기업의 수익변동성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분석
환위험이 업종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7%의 업종에서 환노출을 보였으며 제조업과
전기전자업에서 양의 노출을 보임.

- 양의 노출을 보인 2개 업종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이 커져 수출이 진작되며 주가
도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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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주요 업종의 환노출 분석
양의 환노출

유의함

1)

음의 환노출 2)

환노출
유의하지 않음

제조업, 전기전자
음식료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융

종이목재, 의약품, 철강금속, 기계, 의료정밀, 운수장비, 유통업,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통신,
서비스업

주: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2년 6월, 환위험 변수는 전월 대비 환율 변화율임.
1) 환율 상승시 경쟁력 상승으로 기업에 유리
2) 환율 상승시 경쟁력 하락으로 기업에 타격

시차를 고려한 경우, 우리나라 업종의 과반수 이상이 환율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1, 3, 12개월 시차를 감안하면 환율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됨.

[표 2] 시차변수를 활용한 우리나라 주요 업종의 환노출 분석1)
유의함

환노출

유의하지 않음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전기가스, 통신, 금융,
서비스업
종이목재, 의약품, 철강금속, 의료정밀, 유통업, 건설, 운수창고

주: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2년 6월, 환위험 변수는 전월 대비 환율 변화율임.

우리나라 주요 4개 기업의 환노출과 환헤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이 환노출에서 벗어나기 위
해서는 보다 철저한 환헤지 전략이 필요함.

- 환노출을 보이지 않은 기업은 100% 헤지를 실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고, 부분 헤지를 하는 나머
지 기업의 주가는 환노출을 보임.

[표 3] 우리나라 주요 4개 기업의 환노출 분석과 환헤지 여부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환노출

유의하지 않음

유의함

유의함

유의함

헤지비율

40∼70%

30%

미발표

100%

주: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2년 6월, 환위험 변수는 전월 대비 환율 변화율임.

1) 시차변수를 활용한 결과, 환노출을 보이지 않았던 기계, 운수장비, 전기가스, 통신에서도 환노출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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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은 이전과 달리 선물 기간이 길수록 최적헤지비율이 커졌음.

[표 4]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의 최적헤지비율 비교
1개월 선물환율

3개월 선물환율

12개월 선물환율

발생 전

0.9952

0.9871

0.9668

발생 후

1.0140

1.0344

1.1509

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8년 8월, 이후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임.

헤지 유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대해 이전과 동일하게 선물 기간이 길수록 줄어들었음.

[표 5]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의 헤지유효성 비교
1개월 선물환율

3개월 선물환율

12개월 선물환율

발생 전

0.9952

0.9871

0.9668

발생 후

1.0140

1.0344

1.1509

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8년 8월, 이후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임.

3. 해외 사례 비교
1) 이스라엘
환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여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짐.

-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환보험을 공급하던 체제에서 민간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환보험 상품을 공급
하도록 전환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였음.

2) 호주
은행을 중심으로 외환포지션 관리에 대한 1일점검시스템을 도입함.

- 금융기관의 환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개방으로 인한 환율변동성 증가가 야기하는 리스크
를 극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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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국제화를 헤지에 이용하여 외환파생상품을 외국에 판매하였으며, 국제수지면에서도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높아지도록 관리함.

- 외환파생상품의 해외판매로 환리스크가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외화자산을 외화부
채보다 높게 하여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제거함.

3) 스웨덴
헤지상품들의 가격과 가치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음.

- Alkebäck, Hagelin and Pramborg(2006)에 따르면 1996년에는 파생상품 지식부족으로 상품사용
을 우려했으나, 2003년에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기업들의 외환포지션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4) 영국
환리스크를 대부분 외환시장의 파생상품을 통해 헤지하고 있음.

- Nguyrn(2012)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88%가 외환파생상품을 사용하여 헤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규제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임.
파생상품 사용에 관한 공시의무 제도화, 상품사용 내역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철저한 환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정책을 투명하게 하여 기업 내외부 이해관련자들의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들은 환헤지상품을 합목적적으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금융시장의 상품들도 수요에 부합한 상
품들을 제공하게 됨.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단기적으로 금융상품의 정보공유시스템 도입, 환리스크 지식공유 시스템 마련, 대외부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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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 포지션 감독 강화 등을 추진

- 스웨덴 사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과 가치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파생상품의 정보제공 및
공개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둘째, 중장기적으로 환헤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재조정,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의무화 및 공시제도
도입, 원화의 국제화 추진이 요구됨.
셋째, 기업들의 환리스크 헤지정책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영국은 파생상품 거래 내역 및 정책을 인쇄하여 공시하고 이사회에서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을 보
고하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업이 환리스크 헤지목적에 부합하도록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음.
-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KIKO 사태와 유사한 사건들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넷째, 기업의 환헤지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정부의 정보확산 노력 체계화가 요구됨.

- 신보의 중소기업 환리스크관리 강연, 중소기업청의 환리스크 관리 세미나, 수은의 히든챔피언 포
럼, KRX의 환리스크관리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기업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다소 산발적임.
- 대한상공회의소와 K-sure에서는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다섯째, 이스라엘과 같이 과감한 보험산업의 민영화와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음.

- 환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또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완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역보험공사의 부담 급증을 우려하여 범위 선물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사례가 있음.
-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환변동보험의 한도를 넘어서
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환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하였음.
여섯째, 장기적으로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 자국통화를 이용하여 헤지가 가능하다면 헤지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음.
- 호주가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었던 것은 호주 통화가 국제화되었
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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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사점과 우선순위
시사점

102

우선순위

첫째, 환헤지를 위한 시장기능 활성화

단기

둘째, 금융시장관리의 공공기준 확립

단기

셋째, 국가경제 리스크 감소에 헤지 활용

중기

넷째, 대외부채에 엄격한 포지션 관리규정 도입

단기

다섯째, 파생상품의 정보전달 및 공개시스템 도입

단기

여섯째, 환리스크 포지션에 관한 엄격한 관리감독

단기

일곱째, 환리스크 파생상품 관련 지식확산 대책

단기

여덟째, 환헤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재조정

단/중기

아홉째, 기업들의 환리스크 헤지정책 공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단/중기

열째,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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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의 통합화에 따라 인해 일국에서 발생한 사건, 예를 들면 대규모 자연재해, 경제위기, 전쟁
등은 빠른 전파속도로 교역대상국, 세계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즉 대규모 재해는 이제 국지적이 아닌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대규모 재해가
자국 및 타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본 연구는 대규모 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 외부적인 충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빈도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의
재해를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으로 정의하였음.
- 주요 분석대상으로는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11일), 쓰촨성 대지진(2008년 5월 12일), 허리케
인 카트리나(2005년 8월 29일), 9ㆍ11 테러(2001년 9월 11일)를 선정하였음.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와 많은 차별성을 지님.

- 첫째로, 자연재해, 테러 및 전쟁 등의 성격이 다르고, 또 기상학적 재해, 지질학적 재해 등에 따른
자연재해별 특성, 해당 국가가 처한 거시경제적 현황, 국가적 대응방식 등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 개별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음.
- 둘째로, 대규모 외부충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넓어, 재해 발생국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 교역대상 국가, 심지어 2차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가까지 연구대상에
포함하였음.
- 셋째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물리적인 직접적 손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
까지 고려하였음.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재해 위험으로 인해 직·간
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확률이 낮지만 영향력이 큰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위험, 전쟁 등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재해관련 정책에 주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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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대규모 외부충격 사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 현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음.

[표 1] 사례연구 비교
9ㆍ11 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쓰촨성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자연재해
분류

인위적 재해
(테러)

수문기상학적
재해(허리케인)

지구물리학적 재해(지진)

지구물리학적 재해(지진)

발생일자

2001년 9월 11일

2005년 8월 29일

2008년 5월 12일

2011년 3월 11일

피해액
(GDP 대비,%)

270억 달러
(0.3%)

1,250억 달러
(1.0%)

850억 달러
(1.2%)

2,100억 달러
(3.9%)

사망자

약 3천 명

1,833명

87,476명

19,846명

특징적
피해

테러 불안감
미 증시 휴장

정유시설 피해

없음

공급망 단절
방사능 누출

재해 이전의
경제여건

부진

견고한 성장세

견고한 성장세

부진

재해 이후의
경제여건

부진 지속

빠른 회복

빠른 회복

회복 지연

세계경제
영향

세계경제 부진

고유가

영향 없음

동아시아 역내 제한적 영향

정책적 대응과
시사점

-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규모 축소
- 전쟁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으로 경제회복
지연시킴
- 국방비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 사전대비 미흡
(국방비 지출 증가로
- 피해지역 재건에서 더
재난대비 예산 삭감)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 늑장대응으로 피해 확대
전략을 전개함
- 단, 재난시스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됨

- 막대한 피해
복구비용으로 일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대규모 외부충격의 사례가 자국과 타국의 경제성장률, 수출, 비정상적 누적주식수익률(CAR:
Cumulative Abnormal Returns)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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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결과 종합

자국의 경제성장
타국의 경제성장

9ㆍ11 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동일본 대지진

부정적(1년 후까지)

부정적(중기적)

부정적(지속적)

지리적 거리가 멀수록, 경제적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단기적으로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정적
경제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정적
부정적

자국의 수출

부정적(지속적)

부정적(재해발생분기)

부정적(지속적)

타국의 수출

경제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정적

영향 없음

영향 없음

9ㆍ11 테러

- [경제성장률] 테러 발생 이후 1년까지 자국의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었으나, 그 효과가
중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였음. 또한, 미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멀수록 경제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경
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출] 수출의 경우 발생 분기에 미국은 약 7%의 수출이 하락하였으며, 3년간 평균 최소 약 2.5%
대로 수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제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일수록 수출에 부정적 영향
을 받았음.
- [주식시장] 미국은 테러 직후 최초 개장일에 CAR이 약 13%(상수평균모델), 5%(시장모델)의 하락
을 보여주었으며, 타국의 금융시장도 큰 하락을 보여주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CAR이 약 15%(시
장모델, 상수평균모델)이 하락하였으며, 발생 후 한 달 이후에도 정상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음.
허리케인 카트리나

- [경제성장률] 자국의 경제성장률에 단기적 영향은 없었으나, 중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음. 또한,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음.
- [수출] 재해 발생 당기에만 약 1% 수준으로 자국의 수출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되었음.
- [주식시장] CAR이 1%(산업별시장모델) 전후로 소폭 하락하여 미국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고, 타국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 우리나라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직후
CAR이 하락하였으나 곧 회복하였음.
동일본 대지진

- [경제성장률] 약 2% 수준의 평균하락세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약 6분기가 지난 시점까지 이어졌
음. 또한 일본과의 경제적 거리가 클수록 1년 이후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
- [수출] 수출은 약 6%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었으나, 타국의 수출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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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일본의 주식시장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 CAR이 20%(산업별시장모델, 상수평균모델)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10%의 하락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미국, 중국
및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 하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제한적임.
쓰촨성 대지진

- 쓰촨성 대지진은 거시경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의 최종보고에서 제
외하였으며, 금융시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 분석결과의 함의
[경제적 피해가 높았던 사례]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 이후의 경제적 피해가 높았던 사례는 동일본 대지
진과 허리케인 카트리나임.

- 피해지역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집중되었던 동일본 대지진은 2차적 피해로 원전사고까지 발생
하여,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는 초기의 경제적 피해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중기 이후 정부의 대응 미흡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보여주었음.
- 즉 경제적 피해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피해지역의 산업집중 여부, 2차 피해 가능성, 정부의
신속한 대응능력임.
[지질학적 재해] 동일본 대지진과 쓰촨성 대지진 사례는 사망자 수와 직접적 피해액이 각 1위(동일본
대지진)와 4위(쓰촨성 대지진) 수준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피해 규모가 크면, 복구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하락된 국가 신뢰수준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원활한 상태에서 중국정부는 두 가지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
로 평가됨.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은 피해 규모가 일본 GDP의 약 3.9%로 막대하였고, 유럽재정위
기 등의 여파로 일본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기에 빠른 회복이 어려웠음.
[테러] 테러의 직접적 피해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비하여 낮은 수준일 수 있으나, 타깃(target) 대상과
지역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음.

- 9ㆍ11 테러는 미국의 금융시장 혼란을 목적으로 월드트레이드센터를 폭파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는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었음. 따라서 테러 공격에 취약하고 경제적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대상과 시설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미비한 정부 대응방식] 미비한 재해의 대응방식에 의한 경제적 영향의 악화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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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명확히 볼 수 있음.

-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해발생 분기에 약 1%의 수출하락만을 불러왔으나,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자 증가는 허리케인 발생 3년 이후까지 평균 약 0.5%의 경제성장 하락을 초래하였음.
[경제적 여건] 재해발생 이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해복구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

- 9ㆍ11 테러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 미국과 일본 경제는 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음.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주요한 사건이 되었고, 특히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피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 피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에 따라 경제적 피해 정도와 영향을 받는 경로가
다르게 나타남.

- 금융 중심지인 뉴욕이 피해지역이었던 9ㆍ11 테러의 경우, 자국의 금융산업, 타국의 금융시장,
무역금융 등의 차질로 인해 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 산업생산 중심지가 타격을 받는 동일본 대지진 사례는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
으며, 정유시설이 있던 뉴올리언스 지역이 피해를 입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에서는 국제유가
가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음.
- 그러나 쓰촨성 대지진은 피해규모가 컸음에도 피해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국
의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대규모 외부충격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관련 방지대책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의 주요 산업 및 시설이 타격을 받을
경우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등을 마련하여, 사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관련 산업별] 금융 및 보험, 관광 및 교통, 전력 관련 공익사업체 등은 대규모 외부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산업별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외부충격 이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재해발생으로 타
격을 받았던 주요 산업(예: 동일본 대지진시의 전력관련 공익사업체 산업부문), 재해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던 재해 관련 산업(예: 허리케인 카트리나시의 보험 산업부문), 재해 발생국으
로 수출산업(예: 동일본 대지진시의 우리나라 건강관리 산업부문) 등이었음.
- 그러나 사례분석에서 어떠한 특정 사업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찾지 못하였음. 보험
산업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 사례에서는 특정한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이는 일본이 지진지대에 속하여, 보험관련 산업에 그에 대비한 위험을 충분히 헤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응한 산업은 대규모 외부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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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가령 우리나라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그 피해와
부작용은 일차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음.

- 따라서 대규모 재난의 발생 빈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일단 대규모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 구축과 재해 방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예방적 차원
의 정책 실행이 요구됨.

3. 시사점
1) 우리나라와 대규모 외부충격
유엔에서 발간한 뺷세계위험분석보고서뺸(World Risk Report,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위험
지수 순위도는 4.14%(세계 173개국 최대값 32.00%, 최소값 0.02%)로 세계 124위에 해당됨.

- 등급으로는 ‘낮음’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험도가 낮은 편임.1)
- 자연재해 노출도는 ‘중간’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은 빈번히 존재하나, 대응 취약도가 ‘낮은’
편으로 전체 위험지수는 ‘중간’으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만약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등급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재 대응능력은 부족
할 것으로 평가됨.
다만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총 무역량(수출과 수입의 합계) 기준 상위 20개 국가 중 세계 위험지수
등급이 중간(높음) 이상인 국가들이 차지하는 무역비중은 41.04%(16.65%)로 우리나라와 경제적 거
리가 가까운 국가들의 위험도는 높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들 상위 20개 국가 중 자연재해 노출도 중간(높음) 이상으로 평가받는 국가가 차지하는
무역비중은 54.02%(30.95%)로서, 이들 국가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과 수출에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 있음.
- 취약도 기준으로 중간(높음) 이상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7.33%(6.69%)로 재해 대처능력 면

1) 위험지수를 5개의 등급으로 평가하면,“위험도가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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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우리나라와 재해와의 관련성은 낮음.
그러나 이 20개 국가 중 거리상으로도 가까이 위치한 아시아권 국가가 총 9개이고, 23위인 필리핀
까지 포함하면 10개국임. 아시아권 국가의 재해 위험등급은 대부분‘높음’혹은‘매우 높음’을 차지
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거리상으로 가깝고, 무역관계가 높은 국가에서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국가에 부정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우리나라와 대규
모 재해는 간접적으로 관련도가 높음.
자연재해 관련 위험 이외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공식적인 휴전상태로 전쟁발발 가능성이 타 국가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음.

-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은 우려하게 한 사건들, 예를 들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1년 연평도 포격사건들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따라서 전쟁 관련 위험과 주요 무역 관련국의 자연재해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
외부충격 관련 위험도는 유엔의 뺷세계위험분석보고서뺸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2) 관련 정책방향
[건전한 정부재정상태 유지]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와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편으로 재해극복능
력에 긍정적이나, 정부의 역할이 일본 및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를 위해 정부지출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가 요구됨.
[금융시장 안정화] 9ㆍ11 테러 사례에서 뚜렷이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외부충격에 취약
한 구조를 띠고 있음. 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고,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서, 타국의 경제
위기, 자연재해, 폭력 사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임.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투자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
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균형을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해 관련 재정계획 수립] 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해 관련 재정계획에 대규모의
재해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실제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 시에 심각한 재정난과 혼란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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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 게다가 중장기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재해의 강도에 따른 탄력적 재정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평상 시에 재난기금 조
성, 재난 관련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마련이 필요함.
[2차 피해 대비] 재해로 인한 2차 피해로서는 전력공급차질, 대피에 따른 수송차질, 산업생산시설의
파괴, 폭동 등이 있을 수 있음. 2차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재해 관련 대비계획이 요구됨.
[사전교육을 통한 국민적 동요 방지] 대규모 외부충격으로 인한 국민적 동요는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불안을 가중시킴. 재해의 피해정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국민적 동요에 의한 불확실
성은 높아짐.

- 우리나라와 주변국과 관련된 대규모 외부충격 가능성, 가능한 피해, 대응훈련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은 재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우리나라와 경제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의 재해 발생 시나리오] 우리나라와 경제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의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재해 유형별, 발생 가능 지역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역관계가 높은 국가들의 재해위험성이 낮은 수준이 아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국가들의 재해
발생이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국가 신뢰도 제고] 대규모 외부충격에 따른 국가 신뢰도의 하락은 국채비용 상승, 금융시장의 불안,
외국인 투자이탈 등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재해 발생 시에는 국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평상 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재해 관련 산업의 재해 관련 위험 헤지] 금융 및 보험, 관광 및 교통, 전력관련 공익사업체 등은 대규
모 외부충격과 관련이 높은 산업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산업은 사전적으로 재해 관련 위험에
대한 헤지가 필요함

[재난 관련 금융협력] 대규모 외부충격의 복구를 위해서는 발생국가의 재정이 풍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위해서, 국제 공조를 통한 재난기금 구축은 좋은 대안임.

- 또한 아시아의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 The Chiang
Mai Initiative’s Multilateralisation)과 비슷한 형태의 아시아 차원의 재난 관련 금융협력 등은 보
다 적극적인 대안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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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됨.

- 유로존의 대응은 위기 초기 재정위기국(그리스)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국한되었으나, 위기가 확산
되자 점차 종합대책으로 발전함.
◦ 유로존은 ① 구제기금(EFSF/ESM)의 설립 및 증액, ② 유럽중앙은행(ECB)의 복합적 양적완화를 통한
재정위기국 지원, ③ 재정규율의 강화 등을 통해 재정위기 완화에 주력하였음.
◦ 재정위기국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대대적인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실시 중임.

-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함.
◦ 구제금융과 ECB를 통한 지원조치는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재정위기의 여파로 2011
년 4/4분기부터 유로존은 경기침체에 진입함.
◦ 재정위기국은 독자적인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해 채무와 산업경쟁력을 조정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결국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음.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
는 전환기적 사건임.

- 유럽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통화공동체로서의 구조적 결함
과 저성장이 결부된 채무위기임.
- 또한 개별국가 간의 연합체와 연방국가의 중간성격으로 구성된 EU의 독특한 운영체제, 이로 인한
정책결정의 모호함 또한 위기의 원인을 제공함.
- 따라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유로존 운영체계의 개
혁이 필요함.

2010년 이후 유로존은 대규모의 개혁조치를 진행중인바 지금까지의 개혁조치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
의 방향을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함.

- 지난 3년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금융과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위기를 분석하고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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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의 3대 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의 운영구조와 유로존의 향방은 한ㆍEU
FTA의 발효 등 더욱 밀접해진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경제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요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각국의 재정건
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경제의 구조적 약점들이 노출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기부양과 세수감소 등을 통해 EU GDP의 5%(6,00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유발하면서 유로존 회원국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2008년 GDP 대비 2% 수준에서 2009년에는 6.3%로
크게 증가함.
◦ 개별 회원국의 거버넌스 실패(그리스),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아일랜드, 스페인)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특히 경제호황기의 자산가치 상승과 이에 동조한 차입의 증가는
금융권 부실, 공적자금 투입,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졌음.

-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
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됨.
◦ 유로존의 재정준칙인 성장ㆍ안정협약(SGP)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각각 GDP 대비 3%와 60% 미만
으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결여되어 실효성이 없었음.
◦ 단일화폐 사용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의 저하 시 경상ㆍ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대외적 조정기능이 없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이 거의 부재하였음.
◦ ECB는 물가안정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어 위기발생 시 금융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부
여받지 못하였으며, 사후적 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음.

-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ㆍ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한데, 독일과 프랑스의 견해 차이,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도 위기확대의 원인이 되었음.
-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음.
◦ 유로화 출범 이후 수렴하였던 회원국 간의 국채금리는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금리 간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크게 ① 재정규율의 강화, ② 역내불균형의 해소, ③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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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EU와 유로존은 기존의 SGP를 강화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상호감독 시스템
의 도입, 재정적자 상한선의 국내법제화 조치 등을 도입하였음.

-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위기의 원인이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
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해석에 기인함.
- 2012년 3월 25개국에 의해 서명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임.
◦ ‘신재정협약’은 ① SGP의 강화, ② 재정적자 상한선의 국내법제화, ③ 유로존 내 정책협력 강화를 규정
하고 있음.

- 재정규율의 강화에 상응하여 유로존 회원국은 강도 높은 긴축조치를 시행 중이나, 긴축이 경기침
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회원국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율은 어려운
상황임.

-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면서도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독일은 수출 중심 성장모델을 추구한 반면,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유럽 국가들은 서비스ㆍ내수산업 중심
으로 차입을 통한 투자와 소비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
◦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옴.

-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음.
◦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됨.

-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불균
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였음.
◦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임.

통화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정책조율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임.

-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나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
이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개별회원국의 소관인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함.
- 그러나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임.
◦ 프랑스를 비롯하여 남부유럽 국가들은 유로존만의 경제운용정부(economic government)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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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
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유로본드의 도입과 같은 재정통합 조치에는 독일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이나, 2013년 은행동맹 체제가 설립되는 등 차츰 유로존 차원의 운용권한이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
으로는 재정통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
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암묵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었음.

-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이 로드맵의 실행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
될 가능성이 높음.
-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
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국가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현재의 위기를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유로존 붕괴의 신호로 보는 견해도 존재함.
- 재정위기를 과도한 복지정책의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많은 반면, 남유럽의 위기가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음.

1)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복지예산은 경로의존성이 강하며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반영되어 한번 증액된 후에는 축소가 쉽지 않으
므로 복지예산의 증액은 정치적 당위성 외에도 경제적 여건의 고려가 필요함.

- 재정여건과 향후 재정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 한국은 국가채무의 비중이 비교적 낮아 재정압박이 적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흑자(’07
년 GDP 대비 3.8%)에서 적자(’09년 -1.7%)로 전환된 바 있음.
◦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인 고려가 필요함.

- 복지확충에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 차원에서 증세가 전제되어야 함.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117

◦ 한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30% 내외인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도 41.4%에 달함.
◦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야 함.

시장변수(환율, 주가, 국채수익률 등)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는 경제안정에 필수적임.

- 통계운영 미숙 및 조작으로 비난받은 바 있는 그리스 정부는 재정위기 이후 다양한 개혁조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증세 이전에 세제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규제개선을 통해 세금납부에
바람직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비효율적인 세제행정, 만연된 부패는 지하경제활동 및 탈세의 소지를
높여 재정적자 증가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2)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는 공공채무의 위기 이전에 민간채무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바, 민간채무의 과다
한 증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유로화 도입 이후 저금리 차입은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는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되었으며, 재정
위기는 정부가 공적자금지원을 통해 민간채무를 떠안으면서 발생한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가채무는 각각 GDP 대비 20%와 30% 대로 유로존 회원
국 중 가장 낮은 국가채무 수준이었음.

- 국내 가계부채의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하여 가계부채비율은 81%에 이르렀는데,
이는 스페인(85%)과 유사한 수준인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 시 급격한 경기침체와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낳을 소지가 높음.
◦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민간채무와 같은 경제건전성에 엄
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을 유지할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며 내수기반 확대
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병행해야 함.

- 독일과 아일랜드는 여전히 총생산 중 제조업의 비중이 20%를 상회하여 제조업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나 그리스와 프랑스는 제조업의 비중이 GDP의 10%를 간신히 상회하는 전형적인 서비스 기
반 경제임.
◦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는 최근 10년간 탈공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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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기국의 공통점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매년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중심의 독일형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의 폭은 독일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흑자추이 또한 변동이 매우 심해,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유지
에 신경을 써야 함.
◦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쉬운 점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점은 한
국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임.
◦ 제조업ㆍ수출 중심 전략이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이 병행되어야 함.

3)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유럽 재정위기 중 독일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안정적인 물가와 부동
산가격, 고부가ㆍ고기술 부문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지적할 수 있음.

-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은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었으며, 이는 과도
한 임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음.
◦ 독일과 달리 자산버블(특히 부동산) 현상을 겪은 스페인, 아일랜드에서는 임금인상 압박이 강해 산업경
쟁력 약화의 주원인이 되었음.

- 독일은 계측기기 및 특수장비, 산업기계, 전기설비 등 고부가ㆍ고기술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 신흥시장의 수요증가 혜택을 누렸음.
유로존의 평균실업률은 유로화 출범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독일의 실업률은 장기적 관점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함.

- 스페인과 그리스가 25%를 상회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독일을 비롯한 북부유럽 국가
들은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의 실업률은 2005년부터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 독일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었던 데에는 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실시된 노동시
장 개혁정책과 ② 위기대응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③ 독일 교육정책 등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음.
◦ 2003년부터 독일정부는 장기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실업제도를 근로유인형 제도로 대폭 개혁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독일정부는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조업단축제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파
생되는 비용의 60~67%를 연방고용청이 담당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였음.
◦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독일어권 국가에 정착된 이원화 교육제도(학교교육+직업
교육)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독일의 경쟁력 이면에서는 유로존 내의 불균형 확대와 독일 내 비정규직의 확산, 대외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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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제통합 및 지역협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통합 제도화의
속도와 수준은 유럽(EU)과 북미(NAFTA) 지역 대비 미흡

그러나 2012년 11월 동아시아 1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으
며, 한ㆍ중ㆍ일 3국 또한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

이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경제
공동체 실현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 한ㆍ중ㆍ
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의 대화채널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3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2. 조사 및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및 상호의존도

-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3국간 경제적 상
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
- 역내 교역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이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
◦ 제조업: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이
전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
야에서의 상호의존도가 높음
◦ 에너지환경, 관광, 문화: 3국간 상호 의존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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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역내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통화스왑 추진
◦ 교통물류: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짐
◦ 농수산업: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 필요

- 3국 간 정상회의의 경우,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 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상회의 개최
◦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3국 간 협력체제
강화

- 3국 간 장관급회의의 경우, 제1차 정상회의 개최(1999년) 당시 환경장관회의 1개에서 2012년 12
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 이 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 개최
◦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개최
◦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
◦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 개최

-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 의제협의 또는 3국 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
◦ 한편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음.

-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 정식
출범
◦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
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 3국 지자체 간 교류협력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한
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함.
◦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는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
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 지자체 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
◦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

- 업계 차원에서의 3국 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Business Summit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
로 진행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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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Business Summit 외의 여타 업계 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
간 교류가 활발

-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
◦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
◦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Business Summit과의 상호 연계성 미흡

-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
◦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ㆍ기술 교류회의, 한ㆍ일경제교류회의 등
이 있으며 3자 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

3. 정책 제언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1) 특성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동북아 3국 간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3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시
키고 나아가 3국 경제의 지속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APEC이나 아세안+3
협력체제와 아세안에서의 경제분야 협력체와 유사
그러나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여러 면에서 이들 경제협력체와 구별

- 지리적으로 아ㆍ태지역이나 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에 국한되어 있으며, 회원국 수도 이들 협력체
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
- 한ㆍ중ㆍ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다수의 공통점을 지님
◦ 비록 경제발전단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3국 간 격차가 존재하나 그 차이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 3국 모두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분야의 강국이나, 동시에 서비스 부문에서는 3국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 더욱이 3국은 한자문화를 비롯해 문화적으로도 공유하는 부문이 많아, 3국이 관심을 갖고 협력을 모색할
분야가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음.

- 3국 간 FTA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3국 경제간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그 영향이 3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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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동아시아나 아ㆍ태지역 나아가 세계경제 차원에서도 미칠 수 있을 것임.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상당수의 장관급회의와 고위관리 및 실무급회의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ㆍ
중ㆍ일 경제협의체를 결성할 수 있음.

(2) 기대효과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에 기여

- 아직까지 역내국가간 양자간 FTA조차 없는 상태이고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영토분쟁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등이 상존하고 때로는 정치ㆍ안보적 갈등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
- 동아시아와는 달리 동북아지역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하는 공동체보다
낮은 단계인 경제협의체 정도가 상당기간 동안 실현가능한 목표
경제적 편익

-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던 3국 정부부처 간의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새로
이 요구되는 채널을 보강하며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3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그 수준
또한 제고
- 이와 같은 3국 간 경제교류 및 협력의 증대는 결국 3국 모두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
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제 외적 파급효과

-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정부관리를 비롯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강화
-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3국 간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구축을 가져와 3국 간 포괄적 관계개선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
-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동아시아와 아ㆍ태지역 차원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간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경제포럼에서 3국의 발언권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
정치적 리더십 강화

-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이는 일차적으로 3국 간 정상회의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위상 제고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지역 차원에서 정치적 리더십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그리고 강화된 정치적 리더십은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에 중요한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과거사 문제 및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역내 갈등 및 긴장관계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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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일차적으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3국 정상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설립을 이룩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안

(1) 제1단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계의 공고화
우선 매년 개최되는 장관회의를 새로이 출범한 정상회의와 개최장소, 의장국 및 개최시기 면에서 연계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

-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경우, 효과적으로 정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정상회의의 지침이 장관회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
현 시점에서 이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력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3국 협력사무국으로
하여금 매년 합의된 협력과제의 수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력과제가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협력사업의 제안
에 못지않게 이전에 합의된 협력과제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 주력
업계의 의견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 Business Summit에서 각국의 업계 대표가 업종별 협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업계 전체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나 고위관리회의에
서도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될 필요
에너지, 정보통신을 비롯한 주요 산업별 장관급회의가 3국 중 일국의 정부조직 개편이나 3국 정부조직
의 비대칭성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정상회의 차원의 검토 필요

(2) 제2단계: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성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축은 결국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해 실현될 것

- 제1단계에서 현재 한ㆍ중ㆍ일 3국 간 운영되고 있는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정상회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효과성 및 위상 제고
- 이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결성하는 것은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음.

3) 주요 추진과제
한ㆍ중ㆍ일 3국이 경제적 경쟁관계 및 일부 경제 외적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3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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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3국 정치인 및 일반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에 3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필요
- 한ㆍ중ㆍ일 3국은 동북아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에도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3국 간 경제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홍보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 간 경제통합 관련 심층적이며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온 한ㆍ중ㆍ일 3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재정비해 추진
- 3국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특화된 연구기관의 설립도 추진되어야 할 필요
- 또한 민간 차원에서 동북아재단과 같은 조직을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
한ㆍ중ㆍ일 3국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이 되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여타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체
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3국의 정치인, 관료, 기업인 및 국민들이 인식토록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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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설정하
고,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로 인해 저개발을 초래하
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71년 유엔총회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
(LDC)의 수는 24개국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현재 48개국에 달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경우 높은 인구증가율과 고실업률, 식량난에 따른 절대빈곤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으로서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
능한 개발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발어젠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최빈개도국 취약계
층 지원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ODA의 최빈
개도국 지원 강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효과
성 및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관련 정책분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연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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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은 최빈
개도국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따라서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범위(dimensions)

[그림 1]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구성도
최빈국의 절반이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하기 위한 기준 충족시키려면
경제성장 달성

남남협력
보완적인 역할

연평균 최소 7%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함
지속적이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인적 개발 및 사회 개발,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 추구

* 농업.식량안보.농촌
개발

* 교육
* 보건
* 청년층 개발
* 물.위생
* 양성평등.여성역량강화
* 사회보호

* 무역

위기와 충격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강화

* 경제적 충격
* 기후변화.환경지속
가능성
* 재해 위험

* 생산역량 구축
* 농업
* 무역
* 투자
* 과학.기술
* 보건
* 교육
* 전문적 훈련

중점분야

생산역량

* 인프라
* 에너지
* 과학.기술.혁신
* 민간부문개발

중점분야

취약성 경감

인적역량구축

* 원자재

* 국내재원동원
* ODA
* 부채 탕감
* 외국인직접투자(FDI)
* 해외송금(Remittance)

모든 수준에서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 인권
* 법치주의
* 부패퇴치
* 국가 정책
* 민주적 참여
* 분쟁 예방 및 해결

* 기술 지원
* 모범사례와 정보 교환

방법

방법

재원(Finance)

* 기술전수

자료: UNCTAD(2011), p.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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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2011년 4차 최빈개도국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
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
년 사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

-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
국별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는 1993년부터 5년마다 개최되며, 아프리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도쿄행동계획’,‘아시아
-아프리카 무역투자촉진 이니셔티브’,‘글로벌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성명’등을 발표
중국의‘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에서는 관세혜택과 시장개방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포괄적 분야
에 걸친 협력계획을 논의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류 및 섬유 등 4,6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특혜를 부여
다자 차원에서는 G8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
브’를 검토

-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는 개도국의 식량위기 극복과 농업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추출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세계은행의 다자공여국신탁기금을 통해 대상국가들이 추출산업 개혁, 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및 부패방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남남협력 추진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방안을 비교분석

- 일본 JICA는 케냐와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동ㆍ서ㆍ남부 국가를 대상으로 ‘중등수학ㆍ과학 역
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주변 국가의 자체적인 현지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확대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에 해당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 편입을 위한 ICT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학교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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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여, 지식공유와 전파를 통한 사업모델 확산의 성공 사례로 제시
- 세계은행은 라오스의 도로유지 재원조달을 위해 가나 및 잠비아의 모델을 적용한 대표적인 삼각
협력 지원사례임.
◦ 경험 공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첫째, 도로 사용자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핵심 이해관계
자의 의견과 지지를 획득하는 한편 연료보조금의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였다는 점과 둘째, 가나ㆍ잠비아
모델을 라오스에 전이하는 데 필요한 역량 및 재원을 세계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임.

3)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
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
통된 인식으로 나타남.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는 지속적으로 증가
-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동 제도의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를 기록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
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음.

- 한국은 아직 공적채무 재조정을 목적으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
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아프리카에는 농업분야를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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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010년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 규모는 3억 3,34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ODA의 37%로 여전히 베트남, 이라크, 스리랑카 등 하위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중 아시아 9개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65.6%(1억 1,172만 달러)으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33개국에 33.2%(5,657만 달러), 중남미 1개
국 0.8%(137만 달러), 오세아니아 5개국에 0.3%(55만 달러)를 지원
분야별로는 2010년 기타 다부문에 대한 지원(7,683만 달러), 교육(4,528만 달러), 교통 및 저장
(4,114만 달러), 에너지(3,698만 달러), 보건(3,685만 달러) 분야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06년 무상원조 비중은 40.3%에서
2010년 62.1%로 증가한 반면에 유상원조의 비율은 2006년 59.7%에서 2010년 37.9%로 감소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에 따르면 유상원조 중 최빈개도국 지원비중을 승인기준으로
기존의 36.7%(2006-2010)에서 20%(2011-2015)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

[표 1] 원조 형태별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 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92.1

121.0

144.2

161.2

333.4

무상

37.1
(40.3)

64.9
(53.6)

91.5
(63.4)

86.5
(53.7)

207.1
(62.1)

유상

55.0
(59.7)

56.1
(46.4)

52.7
(36.6)

74.7
(46.3)

126.3
(37.9)

전 체
최빈국
(LDCs)

(단위: 백만 달러, %)

주: 순지출 기준
자료: OECD CRS Dataset. http://stats.oecd.org(2012. 11. 21).

한국의 차관 비중은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으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증여율은 94.5%로 목표치인
90%는 달성
그러나 DAC 평균 최빈개도국에 대한 증여율은 98.9%이며, 포르투갈(86.2%), 프랑스(93.4%)를 제외하
고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증여율을 보이고 있어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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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
국제사회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은 1980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GNI 대비
0.15∼0.2%이나,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GNI 대비 ODA 비율이 0.04%(2010년 기준)에 불
과하여 국제사회 기준으로 1/4 수준에 불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증여율은 94.5%로 OECD DAC의 목표치인 90%는 달성하였으나, DAC 평균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최빈개도국 및 HIPC 국가들에 대한 언타이드 비율 증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원조 시행기관에서는 현지 및 국제입찰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며, 셋째, 국제금융기관(MDB)과의 협조 융자 확대 및 프로그램 차관도입 등도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2)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

(1)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국제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빈개도국 역시 무역을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함.

- 따라서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 특혜관세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고된
시장접근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빈개도국의 역량강화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 특혜관세제도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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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1차산품의 품목 적용률이 30.6%로 가장 낮으며, 2011년 총 742개의 농산품 중 173개만
특혜 대상품목에 해당

[표 2]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산업별 현황

(단위: %)

구 1분

품목 적용률
(=특혜대상수입액/
과세대상수입액)

활용률
(=특혜적용수입액/
특혜대상수입액)

실용률
(=특혜적용수입액/
과세대상수입액)

1차산품

30.6

18.2

5.6

가공1차산품

58.1

84.9

49.3

가공광물

88.1

62.0

54.6

가죽제품

100.0

94.3

94.3

고무/화학

95.0

14.9

14.2
94.6

금속제품

100.0

94.6

기타운송기기

100.0

0.0

0.0

기타제조품

97.5

16.8

16.4

비금속광물

99.2

10.0

9.9

운송기기

100.0

0.0

0.0

의류/직물

87.0

22.4

19.5

일반기계

100.0

0.0

0.0

전기기계

100.0

0.0

0.0

정밀기계

100.0

0.0

0.0

종이/목재

89.0

28.2

25.1

합계

88.4

65.1

57.5

주: 2011년 기준.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객관적이고 명확한 특혜대상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검토를 거쳐 일부 제외 품목을 특혜대상에 포함시
킬 필요
생산능력 제고 및 무역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필요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전 세계적으로 공적자금의 채무규모는 2011년 말 기준 4,143억 달러에 이르고, 이 중에서 ODA 채무
액은 2,083억 달러에 달함.1)
1) Paris Club(2012), p. 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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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2011년까지 누계로 집행실적이 29.1억 달러(3조 2,435억원)이므로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
HIPC 이니셔티브 채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은 채권자의 이니셔티브 참여와 채무
탕감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우리나라의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된 26개국 중에서 HIPC 채무탕감을 받고 있는 국가는 볼리비아, 카메
룬, 가나,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모잠비크 등 8개국에 달하고, 그 중에서 아프
리카 최빈개도국 5개국이 모두 포함
채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완료시점을 거친 국가들일지라도 신규 차관 공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고, 공공채무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3)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임.

- 각 국별 수요와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중저소득 이상의 국가에는 감축 목적의 사업을 중점 지원하
고,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인 최빈개도국에는 적응역량을 지
원하고자 함.
그러나 실제 사업수행내역을 보면 EACP는 최빈개도국보다는 일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위주였으며,
사업 목적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 구축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업이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12년으로 종료되는 EACP의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경우, 최빈개도국과 적응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적응에 대한 지원 확대가 국제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적응 분야 지원을 늘리고 이에
대한 수요(needs)가 큰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한편 200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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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5개년 프로그램의 중점 분야를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적응 사업 추진시 고려
해볼 수 있음.

- 사업 우선순위 선정시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이 제시한 9대 분야를 준용하고, 동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기후변화 관련 지식 및 사업상의 교훈을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ODA 사업방향을 결
정하는 데 활용할 것을 제안
또한 현재까지 수립된 최빈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NAPA)을 반영하여 수원국의 근본적인 개발수
요와 일치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중점협력국 중 라오스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지원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해양기상위성 자료분석 사업과 세방파이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사업은 라오스가 제시한
우선순위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 기후변화 관련 우리나라의 라오스 지원 현황
사업명

규모
(천 달러)

농업 용수

관개용 댐 및 운하 건설을 위한 관개 계획 프로젝트(Nampun Hinheup 지구)

4,000

농업 연구

아세안 국가 식물유전자원 관리 시스템

10.2

수자원 정책/
행정 관리

한-싱가포르 식수 관리 합동 훈련 프로그램

8.6

선진기술/
관리자훈련

해양기상위성 자료 분석

12.6

에너지 교육/훈련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전문가 훈련

7.5

폐기물관리/
페기물 에너지화

KOICA-JICA 동아시아 에너지보존 및 에너지 보호 정책 합동 훈련 프로그램

6.6

보건 정책/행정 관리

생태마을 계획 및 유지

9.0

기초 식수 공급/
기초 위생 시설

세방파이 식수 공급 및 위생 시설 프로젝트(Khammounane 주)

2,000

분 야
농업

물

에너지

공중
보건

주: 2010년 기준.
자료: OECD DAC CR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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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라오스 NAPA에 따른 우선순위 활동
분야

우선순위 활동

농업

-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역량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농업인의 부업 개발

산림

- 화전 방지 프로그램 및 직업 개발 프로그램
- 부락림(village forest) 조림, 산림 보호 및 관리 기술 강화

물

공중 보건

-

수자원 관리 인지강화
침수지역 지도 제작
침수지역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수립
기상학‧수문학 네트워크와 기상모니터링 시스템의 확장 및 개선
수자원 관리 조직적‧인적 자원 역량 강화
가뭄지역 지하수 조사
가뭄지역 다목적 댐 건설 관련 조사, 설계 및 건설

- 침수 및 가뭄 대비 지역 사회의 식수 및 위생시설 시스템 개선
- 상하수도 및 위생시설 개발 엔지니어의 기술 향상

자료: Lao PRD National Environment Committee (2009)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함.

(1)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전략 개선
한국의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
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

-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에서 최빈개도국은 지역별로 아시아 5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으로 10개국에
달하며, 그 중에서 솔로몬군도와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작성이
완료됨.
- 중점협력국 선정원칙 및 선정방법을 객관화, 정량화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성
적인 지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최빈개도국과 개발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원조체제를 구축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할
수 있는 CPS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CPS 작성 이후 집행단계가 강화되어야 하나 유ㆍ무상 원조집행기관 및 관련 부처
의 국별사업실시계획과 중점과제별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모니터링ㆍ평가계획 및
CPS 성과관리를 위한 사전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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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CPS 작성내용 및 절차를 개선하여 CPS의 기본 내용을 원조방침, 중점지원분야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3∼4년간 중기연동계획(rolling plan)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
가 있음.
또한 CPS 이행 및 추진절차를 개선하여 CPS 수립이 완료되면 유ㆍ무상 원조집행기관(KOICAㆍ
EDCF)은 3년간 추진해야 할‘국별사업실시계획(operational plan)’과 중점과제별 지원방침을 작성
하도록 해야 함.

- 특히 모니터링ㆍ평가를 위해 기초조사(Baseline Survey)를 수행하여 이행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
기 위한 M&E 계획 및 CPS 성과관리를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CPS 수립 후 1년 경과시점에
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지역별 양자협의체 활용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
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

[그림 2] 지역별 협의체와 최빈개도국 지원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최빈국 지원협의체

아시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비지니스포럼)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아프리카
한-아프리카 포럼

도서국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위원회(KOAFEC)
한-아프리카자원협력포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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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투발루
바누아투, 사모아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양자협의체인 아시아의‘한-메콩 개발협력포럼’,‘한-아프리카 포럼’,‘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등을 활용할 수 있음.

(3) 정책일관성 제고
정책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은 정부의 개발정책 목표와 결과가 다른
정책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최빈개도국에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정책 간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일컬음.
최빈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 환경, 기후변화,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필요
한국의 경우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발판의 기초
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정책일관성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음.
정부부처 간의 개발에 대한 관점을 조정하고 일관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채널
을 강화하면서, 개발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개발협력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빈국 특혜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부채탕감, 기후변화 적응지원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와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후속조치와 이스탄불행동계획
(IPoA) 목표와의 연계성 차원에서 ODA 지원 확대는 물론 민간투자 촉진과 고용창출, 최빈개도
국의 무역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점협력국을 거점국가로 지역별 개발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정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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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격상함에 따라 G2(Group of Two) 시대가 전개

- 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 추진 이후 외자도입 본격화 및 시장경제 가속화, 그리고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
- 중국의 GDP 규모는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로 부상했으며, 2020년에는 미국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일본은 1972년에 중국과 수교를 맺은 후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

-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은 2002년 최대 수입상대국, 2009년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부상
-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1990~2010년 사이에 연평균 15.4%씩 증가하면서, 일본은 다국적기업의
우회투자 경로인 홍콩을 제외하면 최대의 대중국 투자국으로 부상
- 아울러 동아시아에서의 FTA와 통화ㆍ금융협력에 대한 역내 논의에서 일본은 중국과 경쟁 및 협
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G2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로서는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정책을 수립하여 국익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바, 특히 대중 경제협력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한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분석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일본 국내외의 환경변
화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대중국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왔는가를 고찰하
고 있음.
- 일ㆍ중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경제협력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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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중국의 국제적 지위 격상을 중국의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고 같은 경제지표는 물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동아시아 FTA 논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이라는 다양한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함.

-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일본에게 중국경제는 어떠한 존재이며, 일ㆍ중 경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
고 있는가를 살펴봄.

[그림 1] 미ㆍ중ㆍ일의 명목 GDP 추이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경상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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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1년 이후는 IMF의 추정치.
자료: IMF(2012.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분석 결과

- 우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일ㆍ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는 무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일본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
- 그리고 일본 정부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ASEAN을 중심으로 일본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격
하시킬 것으로 보고, 엔화의 통화스왑 확대나 사무라이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음.
- 한편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중국 측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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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대중 무역구조 변화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ㆍ중 간 무역구조가 경쟁과 보완이라는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분석

-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가공단계별, 중국 내수시장의 점유율이라는 측
면에서 살펴보고,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

[그림 2] 일본의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대중무역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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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무역통계자료.

분석 결과

- 원재료와 가공제품간의 수직형 무역구조에서 가공제품간의 수평적 무역구조로의 변화가 뚜렷하
고, 일본이 대중국 중간재 공급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일본의 최종재
수출대상지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
- 그리고 일ㆍ중 간 무역구조는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경합관계가 확대되는 산업에서도 부품ㆍ소
재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인 산업내무역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3)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일본 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특징 분석과 함께 일본 기업의 대응전략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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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이 실시한 대중 투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ㆍ업종별ㆍ지역별 특징을 분석
-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
- 대중 투자의 위협요인에 따른 ‘중국 리스크’ 및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장려업종 분야에서의 ‘기회
요인’을 고려한 일본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봄.

[그림 3]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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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JETRO 홈페이지 통계에서는 국제수지 기준으로 1987년 이전의 현황이 없음.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홈페이지, 統計DB.

분석 결과

- 시기별로 일본의 대중 투자는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1990년대 중국의 외자도입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비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ㆍ연해 지역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
부ㆍ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중국에서의 신규설립ㆍ자본참가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매출액도 증가하였고, 일본 기업의 경상
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이 중국 현지 경영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를 경감ㆍ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과 같은 최적의
국제분업 체제를 고려하여, 중국의 성장세를 활용하면서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체
를 유망한 투자진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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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일본 정부의 대중 경제협력에서 ODA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협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절약ㆍ환
경 분야의 산업협력과 통화ㆍ금융협력이라는 분야를 선정하여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분야, 중국
에코시티 공동 건설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큐슈시가 추진 중인 텐진과 다롄의 에코타운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살펴봄.
분석 결과

-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일ㆍ중 에너지 절약ㆍ환경 종합포럼은 일본 정부가 양국 기업의 매칭
과 비즈니스 고충 해결이라는 간접지원을 통해 자국기업의 대중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
- 최근 일ㆍ중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국간 국채매입 확대와 무역결제에서의 엔화와 위안화의
직접교환은 아직 협력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음을 확인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강구 및 중국과의 금융ㆍ통화협력 강화 필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FTA나 위안화의 국제화, 금융협력 등 일련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이 지역을 둘러싼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양자간 및 다자간 FTA 논의에서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은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우리로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한ㆍ중 FTA와 협상 예정인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 그리고
RCEP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금융ㆍ통화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
- 현 시점에서는 그간 통화스왑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ㆍ발전시킬 것인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기대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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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무엇인지 논의를 심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임.

2) 높은 대중무역 의존도의 완화 차원에서 수출다변화 모색과 함께 중국 내수시장 개척
확대가 필요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집중된 수출의존형 성장구조로 인해 중국 리스크라는 대외변수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수출다변화 모색이 필요

- 일본은 안정적인 내수기반 확보의 중요성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대응을 강화
-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시장인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추세를 감안하면, 최종재 특히 소비재의 수출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가 기존의 중간재ㆍ자본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대중 수출의 지속
적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 정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현지 네트워크
활용 등의 노력이 요구됨.
한ㆍ중 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 원활화와 이러한 분업구조를 유지 또는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일ㆍ중 간 무역관계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산업별로 양국간 경합관계가 치열해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에 의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심화ㆍ확대되고 있음.
- 이는 중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에서 기술력 부족으로 대일의존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
한ㆍ중 기업 간 협력 증대 등 새로운 산업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

-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산업구조가 비슷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

3) 신산업분야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가 필요
우리의 대중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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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로는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한국기업의 재중국 경영실적 악화, 한국의 대중 투자 포화상
태 도달 등을 지적
우리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 무엇보다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
◦ 중국정부는 2006년 제11차 5개년계획을 계기로 선별적인 외자유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
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모색
◦ 중국에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음(2010년 누계금액 기준 72.3%).
◦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시장규모의 확대가 기대되는 헬스케어ㆍ교육서비스ㆍ콘텐츠 등 고부가가
치 서비스산업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

-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제조업 진출을 활성화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진출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먼저 이 지역에 진출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현지의 기업들과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해가야 할 것임.

- 차세대 자동차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의 진출 고려
◦ 중국에서는 2030년에 차세대자동차의 신차 판매대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
◦ 이 분야 진출 시 유력한 현지기업 확보 및 기술유출 리스크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임.

- 중국 리스크의 대응 차원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추구할 필요
◦ 선별적인 외자유치, 노동비용 상승과 같은 대중투자 환경변화는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에도 적
용되는 문제
◦ 중국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제3국 진출 시 투자환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비교ㆍ검증하는 것이
중요

- 정부 차원에서는 신산업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가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이외
에도 대중투자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방침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

4)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지원책을 강구
2008년 대중 ODA 공여 종결과 함께 일본 정부가 모색한 대중 경협강화 방안은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 강화이며, 또한 2011년부터는 일ㆍ중 금융협력이 새로운 경협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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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시장여건
상 해외진출이 필요하고,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산업협력이 2~3년 내 단기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원체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중국 관련인사의 초청
연수와 국내 전문가의 중국 세미나 개최, 민관합동 포럼 개최,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펀드조성까
지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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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의 시장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화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ㆍ사회적 현상임.

- 최근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시화를 제시함.
- 현재 50% 남짓인 중국의 도시화율이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높아지면서 외부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게 됨.
- 최근 들어 매년 2,000만 명 가량의 신규 인구가 중국에서 탄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분당
규모(약 40만 명)의 도시가 50개씩 발생하고 있는 셈임.
우리나라는 중국의 도시화가 가져올 시장 기회와 리스크에 주목해야 함.

- 도시화는 내수시장 형성의 핵심 수단임.
- 도시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수급 변화,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토지 제도 및 관련 재정
시스템과 같은 도시화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정책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체됐으나 개혁개방 이후 다시 진척됨.

- 1949년 건국 이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른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에 의해
초기 도시화가 이뤄졌으나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문화대혁명기를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 현상이
발생함.
- 개혁개방 이후, 향진기업 발전을 통한 농촌 공업화와 연해지역 개방에 힘입어 도시화가 본격적으
로 추진됨.
- 1988년 토지개혁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는 도시개발 투자로 이어져 도시화 진전에 일조함
-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가 전면적으로 개방되면서 시장경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도시
화는 더욱 가속화됐으며, 특히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의 팽창이 급속한 도시 지역 개발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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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구 급증을 야기한 결과, 2011년 도시화율은 51.3%까지 치솟음.
중국의 도시화 정책은 개방개혁 초기 소성진(小城鎭) 정책에서 최근 도시군 전략으로 진화함.

- 개혁개방 직후 중국은 문화혁명기 동안 확대된 농촌의 잉여 노동력 해소와 농촌 공업화를 위해
소도시 중심의 소성진 정책을 추진함.
-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화가 국가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10차 5개년 계획
(2001~2005)부터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화를 강조함.
-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부터 ‘도시군’ 전략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고 12차 5개년 계획
(2011~2015)에서 ‘양횡삼종’, ‘주체기능구 전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됨.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 60%대, 2030년경에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국제기구와 중국내 관련 정부 산하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중국의 장기 도시화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2)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해 중국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 내 가장 큰 도시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의 거대도시보다는 여러 개의
대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도시화는 경제성장 뚜렷이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75만 명 이상의 도시 육성이 유리하게
나타남.
ㅇ 즉 경제성장률 간의 이전효과(spillover)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심도시와 위성 도시 시나리오가 최선이
될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 됨.

도시로의 집적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을 초과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월리암스 가설(The Williamson Hypothesis)을 검
증함.

분석 방법으로는 횡단면 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모델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도시화율 변수
로는 전체 도시화율(Urban)과 인구 75만 명 이상의 도시화율(Urban750)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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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소비시장
(1) 중국 소비시장 개황
2011년 중국 소비시장의 규모는 2000년 대비 4.7배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률에 비해 소비시장의
성장 속도는 완만함.

- GDP 대비 소비비중을 나타내는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한국과 일본의 소비율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음.
도시주민과 농민의 일인당 소비지출액의 격차는 2.9배로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으
나, 도시인구의 빠른 증가로 도시의 소비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7.0%에서 2010년 76.8%
로 증가함.

- 도시지역이 중국 소비시장의 발전을 주도했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비격차가 점점 더 심화됨.
- 중국은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경제권이 최근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와 수출 주도의
발전방식이 한계를 보이자 소비주도의 발전방식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을 적극 추진함.

(2) 도시화와 소비시장
2000년과 2010년 소득계층별 소비규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고
소득계층에서만 1조 5,112억 위안의 소비시장이 새롭게 확대되어 도시지역 전체 소비시장 확대에 가
장 크게 기여함.

- 소득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소비계층이 새롭게 확대된 도시 소비시장의 58.2%를 차지함.
- 따라서 소득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가구가 도시 소비시장의 ‘핵심 소비계층’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함.
시기별 소비구조를 비교함에 따르면 도시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초소비의 비중이 점차 감소했
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서비스소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서비스소비에 대한 비중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1990년의 한국보다 높음.
- 중국의 지역별 도시화율과 소비시장 규모, 소득증가율과 소비성향을 활용하여 도시 소비시장을
대규모 소비시장, 잠재된 소비시장, 빠르게 부상하는 소비시장, 제한된 소비시장의 4가지 유형으
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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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시 소비시장의 유형별 특징과 지역
소비시장의 유형

특징

지역

대규모 소비시장

높은 수준의 도시화율
대규모 소비시장
旣 형성된 대규모의 도시군

광둥, 장쑤, 저장, 상하이, 베이징, 랴오닝, 톈진, 산둥,
후베이

잠재된 소비시장

비교적 큰 소비시장
낮은 도시화율, 많은 인구
중심도시에 집중된 소비시장

쓰촨, 충칭, 허베이,
후난, 안후이, 허난

빠르게 부상하는 도시 소비시장

높은 소득증가율
높은 소비성향
높은 소비증가율

헤이룽장, 지린, 샨시, 신장
푸젠, 장시, 네이멍구

제한된 소비시장

낮은 도시화율
작은 소비시장
적은 인구

하이난, 산시, 광시, 구이저우, 윈난, 간쑤, 닝샤, 칭하이, 시짱

(3) 도시 소비시장 전망
2020년 도시지역의 전체 소비시장 규모는 29조 6,504억 위안이 되어 2010년에 비해 2.9배 확대될
것으로 추산됨.

- 기초소비와 서비스소비로 구분하여 2020년의 소비시장을 살펴본 결과, 절대적인 시장규모는 기초
소비와 관련된 시장이 더 크지만 향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규모는 서비스소비와 관련된 시장이
더 큼을 확인함.
소비항목별로는 식품과 관련된 시장이 가장 규모가 커서 약 8조 위안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교통ㆍ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시장은 202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약 6조 3,155억 위안에 달해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중국의 도시가계가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상하이의 현재 보급률 수준까지 내구소비재를 소비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가전제품 중에서는 에어컨과 컬러TV의 연간 시장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
이 되었으며, IT제품인 컴퓨터와 휴대폰의 시장도 향후 5~6년 사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승용차의 경우 연간 약 870만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됨.

(4) 도시 소비시장 확대 제약 요인
구매력의 주요 원천이 되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GDP에서 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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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간 및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제한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개인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의 빠른 상승과 과중한 주택대출 상환압력,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됨.

4) 도시 건설시장
중국에서 벌어지는 도시건설 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2011년 총액은 19조 위안을 넘어
GDP의 41%에 달함.

-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43%, 교통운수가 21%,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 부문이 16%, 전기ㆍ가스ㆍ
물 부문이 10.7%를 각각 차지함.
- 이 중 홍콩ㆍ대만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비중은 평균 4.7%이며, 부동산에서는 9%를 차지함.
인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은 2030년에 70% 정도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준의 일인당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는 앞으로도 연 5조 위안 이상
의 부동산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됨.

공간 측면에서, 도시 면적은 현재 471만㎢로 전체 국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더 이상 면적의 확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다만 2010년 현재 시가지(市區)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13.4%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건설용지당 부동산 투자액은 2010년 현재 1만㎢당 1조 2천억 위안 가량이나 계속 증가해오고 있음.
각종 도시 인프라 보급률에 따른 지역별 건설시장 접근이 필요함.

-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각각 96.7%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일인당 도로면적이나 도로밀도는 국제적 기준에서 낮지 않음.
- 하수처리율은 82.3%에 머물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됨.
- 일인당 녹지면적은 11.2㎡이며 이는 WTO가 제시하는 일인당 녹지면적 9㎡보다 높음.
- 생활쓰레기 처리율은 90.7%로 그리 낮지는 않으나 향후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수한 인프라 수준에 도달한 지역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역설적 상관관
계가 나타나며, 이는 신규 건설 못지않게 유지ㆍ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련 투자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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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화의 리스크: 생산환경 변화와 재원 조달
(1) 도시화와 생산환경의 변화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인구의 도시지역 유입을 증가시키면서 노동력 공급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노동
력 공급의 변화는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줌으로써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됨.
2010년까지 중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계속해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도시지역의 2차ㆍ3차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음.

최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
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

임금인상은 생산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나, 임금이 도시지역 노동력의 수급
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임금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 현지 우리기업들은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뛰어넘는 임금상승률로 인해서 큰 부담감을 느
끼고 있음.
- 중국이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보장비용의 기업부담률 확대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임금인상 기조 등 도시화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추가적으로 전가시킨다면 기업의 생산
환경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

(2) 도시화에 따른 토지 공급환경 변화
현재 도시 건설용지 공급을 위해서‘수용-출양’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토지에는 한계가 있음.

- 중국 정부가 공언한 절대 보호 농경지 면적은 1.212억ha이나 현재 농경지 면적은 1.217억ha로
거의 한계에 다다름.
- 많은 토지들이 불법으로 수용되고 있음.
토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토지 기반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생김.

- 2010년 도시 인프라 건설 재정 수입의 절반 가량이 출양 수입이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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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이 개발된 도시일수록 토지 출양금에 대한 의존이 적어짐.
- 현재 출양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토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압박을 조만간
겪을 것임.
이익 배분구조가 왜곡돼 있음.

- 토지 피수용민은 과소한 보상을 받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은 과도한 이익을 누림.
- 이로 인해 지방정부 관료들의 근시안적인 출양금 수입 극대화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상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및 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음.
손쉬운 토지 출양 수입 때문에 도시 공간이 과도하게 개발됨.

- 중국의 도시 건설용지 확장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앞서나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토지 출양 자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동산세가 2011년 1월 28일, 상하이와 충칭에 시범
도입됨.
- 농민들 스스로 집체소유 농지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토지 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2006년 <토지조정 강화에 관한 통지(關于加强土地調
控的通知)>를 하달하고, 2007년부터 공업용지는 반드시 입찰경매방식을 통해 출양하도록 함.
- 집체소유 용지에 지어진 도시주택, 이른바 소산권방(小産權房)을 합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망이 가능함.

- 토지 피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 사용 원가도 상승함.
- 공업용지에 대한 입찰경매의 확산으로 역시 토지 사용비가 커짐.
-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출양 방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임.
- 중앙정부는 부동산세를 확대하려고 하나 지방정부들의 반대에 직면함.
- 농민들의 자체 토지개발 사례가 확대되면서 토지 관리 주체가 다원화됨.

(3)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 조달 능력
전반적으로 도시 인프라 건설 관련 예산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i) 제한된 토지를 판매함으로서
얻는 수익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ii) 각종 융자 플랫폼을 통한 불투명한 대출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리스크를 지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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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현재 토지출양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그 비중이 베이
징이나 톈진, 상하이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한편, 저개발 지역의 토지출양금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임.
2011년부터 중앙 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파악을 마쳤으며, 지방 정부의 융자 행태를
인식하고 규제하기 시작한만큼 향후 불투명한 재정 수입원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또한 채무상환이 연도별로 분산되어 분포돼 있으며, 그 금액도 중앙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
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2011년 현재 20여 개 성에서 호구의 도농 일체화 관리를 천명하고 있으나, 농민 출신에 대한 완전
평등 대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등 고도로 발달한 도시들은 아직
호구의 도농 일체화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음.

농민공 일인 시민화 비용 총계를 7만 7천 위안에서 8만 5천 위안으로 잡아 전체 농민공 2억 5천만
명의 시민화 비용을 추산한다면 그 값은 대략 20조 위안으로, 2010년 중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임.

- 만약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신규 도시 인구에게 모두 동등한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 1조
6천억 위안이 소요되며, 이는 GDP의 4%임.
- 급격한 호구개혁이 중국 당국의 재정 부담 수준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임.
- 향후 중국 당국은 농민공의 시민화라는 과제를 정체시키거나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농민공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보임.

3. 정책적 시사점
1) 도시 소비시장 진출방안
중국 소비시장 진출은 소득분위 상위 40%에 달려 있음.

- 2020년 중국 도시지역의 소비자들은 1인당 소비지출액이 약 3만 4,883위안 정도가 되어 2010년
의 최고소득가구 소비패턴과 유사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의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은 미래
중국 소비시장 점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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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는, 2020년까지 식품ㆍ의복ㆍ주거와 관련된 기초소비시장은 약 2.4배 확대된 13조 7,282억
위안 규모가 되고 서비스 소비시장은 3.6배 확대된 12조 2,456억 위안 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됨.

- 교통ㆍ통신시장이 4.2배 확대되어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교육ㆍ문화ㆍ오락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시장은 약 3.4배가 확대되어 시장규모가 4조 2,104억 위안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료ㆍ보건과 관련된 서비스시장은 2.6배 확대되어 시장규모가 약 1조
7,197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내구소비재와 관련된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의 경우 향후 시장이 3.2배 확대되어 시장규모가 2
조 2,238억 위안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됨.
- 가전시장의 경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잠재시장의 규모가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고급화
전략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융합시킨 기능성제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4분위 소비시장 구분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 도시 소비시
장이 존재하는 연해지역으로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모색함.

- 이들 지역은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곳으로 소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소비계층과 소비시장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함.
‘잠재된 소비시장’유형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내륙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도시 소비시장이 동부
연해지역처럼 밀집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성(省)을 하나의 소비시장으로 묶어 권역별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 쓰촨과 충칭은 중국 서남부 지역의 거점으로, 중부지역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후베이는
중부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샨시성의 경우 서북부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활용
할 수 있음.
- 이들 지역은 중심도시에 집중된 소비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지역으로부터 원정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지역 개발전략으로써 도시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향후 소비시장의 급격
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함.
- 따라서 중국 소비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연해지역으로 무리하게 진출
하기보다는 각 권역의 거점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들로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
은 전략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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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외국계 선진 기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관심이 있으므로, 중국 도시개
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청됨.
많은 외국계 업체들이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 건설업계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어서 진출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폴은 계획도시 국가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톈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廣州) 지식도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함.
- 스웨덴이나 말레이시아도 각각 탕산만(唐山灣)과 친저우(欽州)에서 에코시티와 산업단지를 건설함.
- 한국계 업체들은 외국인투자가 많지 않은 지역의 틈새시장에 진출하거나,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초기에 진출했던 사례 등이 있으나 중국 도시건설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한국 업체의 재중국 수주 실적을 보면, 대부분 한국 기업 계열사가 발주한 플랜트 건설과 같은 프로젝
트로 이루어짐.

- 2012년 5월까지 한국 건설업체의 재중국 수주 실적은 648건에 약 155억 달러였으며 이 중 도시설
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는 116건에 5억 7,100만 달러였음.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시장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관련 업종이 다양하므로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설계, 건설, 감리뿐 아니라 환경, 문화, IT, 교통 등 다양한 분야가 도시 개발에 얽혀 있음.
정부간 합의 채널을 심도 깊게 구축하고 다원화해야 함.

- 한ㆍ중 간에 경제장관회의나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이 구축돼 있으며 한국의
국토해양부와 중국의 주택건설부 간에 신도시 개발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이 진행 중임.
한ㆍ중 FTA를 중국 건설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함.

- 외국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음.
- 건설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협상이 양국간 진행 중이며, 한국은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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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의 도시 건설 컨셉을 정립하여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친환경과 IT를 테마로 한 새로운 컨셉의 지역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나,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등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좋은 마켓팅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음.
앞으로 하수처리 부문에 신규 건설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친환경 하수처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부문의 수요는 이미 발달된 도시라고 해서 결코 적지 않음.
도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국 지역별 맞춤 전략을 구사해야 함.

- 현재 유지보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동부 연안 지역과 신규 건설 투자가 이뤄지는 중부 지역,
미래에 신규 투자가 이뤄질 내륙 서부 지역에 대한 중점이 다를 수밖에 없음.
- 특히 새로운 건설 투자가 이뤄질 중서부 지역에서는 중국 정부가 환경 이슈를 매우 중시하는만큼
높은 수준의 환경 설비를 갖추고자 할 수 있음.

3) 도시화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전반적으로 중국의 생산요소 가격은 증가할 것이나 이것이 곧 제조업의 중국 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임.

- 중국의 원가 상승구조는 소비자 물가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노동 소득
과 농민의 자산소득 증가에서 기인함.
- 즉 원가의 상승이 바로 구매력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임.
- 이런 상황에서라면 생산 설비를 철수하는 것보다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
키고, 확장될 시장에 대비하는 편이 현명한 판단임.
- 결정적으로 중국만큼의 노동력과 인프라와 시장 규모까지 갖춘 나라를 찾기 어려움.
중서부 지역 등 중국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 기지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함.

- 동부 연안 지역에서의 원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륙 중서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임금과 토지가격이 유지되고 있음.
- 게다가 농민공들의 외성(外省) 이동이 줄어들면서 광둥성 일대에서 나타난 바 있는 민공황(民工
荒) 현상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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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업용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제조업 공장을 건설하려는 기업은 토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 공업단지를 찾거나, 우호적인 토지 사용권 제공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 중국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는 2020년경이면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수 있음.
- 이 시점이면 앞서 분석한 생산원가 상승과 시장 창출 관련 분석들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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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발전 목표는 캐치업(Catch-up)을 통한 산업경쟁력 유지에서, 장차 세계
질서 속에서 과학기술 헤게모니를 형성한다는 장기전략 차원으로 전환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면서 단순한 하청제조공장에 머물렀
으나, 최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시켜 기술력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추구
-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하고, 유인우주선 발사, 달탐사계획 등에서
와 같이 기술전략의 목표가 장기적이고 원대함.
- 따라서 중국은 발전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기술추
격뿐 아니라, 우수인력과 기초과학 능력을 활용해 순공학(forward engineering)을 통한 첨단기술
(frontier technology)에서도 기술도약이 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중국경제발전 전략의 변화로 향후 중국의 여러 산업들이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연구개발(R&D) 분야는 기업의 장기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임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최근 기술도입에서 자체개발로 산업정책방향을 전환한 이후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
- 2012년 10월 25일 국가통계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8,687억 위안을 기록했고 연구개발(R&D) 지출액의 GDP 비중은 전년도의
1.76%를 넘어 1.84%로 증가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혁신의 중요한 결과물인 특허가 최근 급속하게 증가

-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은 특허신청 건수가 52만 6,412건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특허국가로
부상(미국: 50만 3,582건의 특허신청 건수)
-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한 세계 특허신청 건수의 72.1%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폭발적
으로 급증했고, 국제특허 신청 건수도 2011년 18만 2,354건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움.

2. 조사 및 분석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시기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실시되어 왔으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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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이후 덩샤오핑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 이론적 토대를 구축함.

- 특히 1985년 ｢과학기술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과학기술체제 개혁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됨.
-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혁신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개혁은 더욱 심화됨.
-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고도성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자주적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전략에 초점을 둠.
중국정부 및 산하 기관은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실행의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함.

- 과학기술부는 국가중점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863프로그램(고기술연구개발), 973프로그램(기초
연구) 등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담당
- 중국과학원은 지식혁신 프로그램(KIP)을 가동한 데 이어 혁신2020을 실행할 계획이며, 국가자연
과학기금위원회는 주로 기초연구 분야를 지원
- 이외에도 과학기술 인력 육성 및 과학기술수준 제고,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국가중점실험
실, 국가공정연구센터를 설립
많은 노력의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혁신을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향후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 있다
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장경쟁시스템 구축,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지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방향이라고 전망됨.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유럽을, 2022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연구개발 인력과 특허의 증가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

- 2011년 GDP 대비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1.84%밖에 되지 않으나, PPP 달러 기준으로
2012년에는 1,989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 중국 혁신기업들은 WIPO가 발표한 PCT 특허신청 건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
신기업들의 72.2%를 첨단기술산업의 기업들이 차지하며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
- 첨단기술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첨단산업의 R&D 인원
증가가 생산성과 특허 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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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5년 첫 특허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 관련 제도를
정비

- 1, 2차 특허법 개정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나 WTO 가입을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었으나, 3차 개정은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 제고라는 중국 국내적 필요에 의해 시작
- 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적ㆍ사법적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효성 있
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 환경에서도 중국 내 특허의 출원ㆍ등록은 매우
활발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중국 국내의 특허 정보를 수작업으로 수집ㆍ재정
리하여 중국 내 발명특허의 분포와 출원 주체의 특성을 분석

- 중국 국내 기업과 중국에 진입한 다국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포트폴리오가 ‘수렴’
양상을 보임.
-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주체의 현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은 중국
내에서 동시진행 중일 것으로 판단되고,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가 해외 주체의 현지화 적응보
다 더 지배적임.
-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35개 각 산업기술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국 국내기업 혹은 대학ㆍ연구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가
◦ 첫째, 전자(S1), 컴퓨터(S6) 등 IT영역과 기계(S26), 토목(S35)과 같은 설비 하드웨어 영역, 그리고 측정
(S10) 영역에서 중국 국내 주체의 발명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
◦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중앙기업’에 해당하는 중국 3대 석유기업들(즉 中國石油, 中國石
化, 中國海油)이 상당한 특허기술을 확보
◦ 셋째, 일부 외자기업(특히 대만계 기업)들은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발명
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ㆍ등록
◦ 넷째,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이른바 과학기반산업, 그리고 측정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
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더욱 높음.

중국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해온 기업들을 라마무르티(Ramamurti) 5가지 기업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연구개발 및 발전전략의 특징들을 고찰하고, 각 유형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11개
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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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글로벌 기업의 유형에 따른 사례기업
기업 유형
국가주도 자원기반 수직통합형
(Natural-resource vertical Integrator)

대표 사례기업(업종)
- 바오스틸 그룹(철강)
- 중국 유색광업그룹유한공사(유색금속자원, 건설)
- 중국 중형기계연구원(기계, 플랜트 연구개발)

로컬시장 최적화형
(Local optimizer)

- 다탕 텔레콤(통신설비, IT 시스템)
- 중흥통신(통신설비, 서비스솔루션)

저비용 파트너
(Low-cost partner)

- 야오밍캉더(신약개발)
- 폭스콘(전자통신부품)

글로벌 합병형
(Global consolidator)

- 중국남차(철도 차량 연구개발 및 제조)
- 레노버(컴퓨터, 통신기기)

글로벌 개척형
(Global First-mover)

- 민드레이 메디컬(의료기기)
- 션화그룹(에너지)

3. 정책 제언 및 시사점
1) 중국의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 중국이 12차 5개년 과학기술계획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성장잠
재력이 풍부하고 핵심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분야임.
-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의 분야
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
- 중국정부는 에너지 전체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15%(2011년
현재 8.0%에 불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바, 이 부문의 발전을 위해 외국기
업과의 협력, 기술향상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가 기대
-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협력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진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우리의 산업기술
발전 및 중국시장 선점에 활용할 필요
첨단기술산업의 중국 기업 성장에 대비

-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원의 증가가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향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
- 과거 중국이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물적자원을 바탕으로 규모의 효과를 누려왔으나, 최근에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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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및 혁신에 상당히 노력해 왔고, 산출물인 특허의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새로운 혁신 전략의 패러다임을 신속히 전환
해야 할 시점이므로,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 먼저 한국 기업의 기술우위를 지닌 기술이 중국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기술 및 지식관리센터를
기업 내부에서 설립하고 국제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 제도를 적극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

- 중국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 중국 기업 또는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센터를 중국 내에 설립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을 고려
- 대기업과 정부의 해외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공개하여 Global R&D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2)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전략

- 대만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ㆍ등록
- 대표적으로는 대만계 거대 IT 기업인 홍하이(Foxconn), 대만계 TFT-LCD 설계 및 생산기업인
요우다(友達)광전(AUO), 일본계 토레이(東麗)섬유, 홍콩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업체 커쥐
(科聚)신재료(Polymer Science New Material)
-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개발은 중국 현지 경쟁기업에 직ㆍ간접적인 학습기회
를 제공하여 이전(spillover) 효과나 기술유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와, 외자기업의 모국
본사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강화ㆍ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존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내 연구개발 활동을 기획하고 중국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
하는 것이 한국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의 핵심 경쟁력은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역량, 혁신 발전도상의 추격역량,
내적인 자주혁신 능력과 인적자원 역량 등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한국의 대응방안은 [표 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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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별 발전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핵심 경쟁력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

혁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신 능력,
자체적 인적자원

유형

대응방안

자원기반
수직통합형

- 한국의 주력분야인 철강, 화학,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에 해당
- 기업과 정부가 중국기업의 실제적인 사업관행적 측면에서, 공식 문건차원의 각종
규정과 법규 차원에서 정부의 불공정 지원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중국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글로벌 합병형

로컬시장 최적화형 저비용 파트너형 -

글로벌 개척형

대중 투자 한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
혁신단계의 진화에서 도태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중국 사업의 철수
새로운 이전지역 모색을 위한 정보지원
적절한 국내지역으로의 복귀(U-turn) 방안 마련 등

- 중국 기업 내적인 자주혁신 능력, 잠재력을 대표
- 이들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미래 중국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
- 해당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기업 사례연구가 필요

3)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

-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이른바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이나, 측정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
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매우 높음.
- 발명특허 비중이 높은 중국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특정 기술 영역에 특화해 기술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중국 내 다수의 전업성(專業性) 대학들과의 기술협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 한ㆍ중 수교 이후 공동연구개발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산업기술 측면의 국제연구개발 협
력사업이 2007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로 이전되면서 한ㆍ중 간 연구 개발협력사례는 전무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독
일 기술협력 사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
- 재원확보 방법으로는 공동기금을 통한 i) 공동관리(재단설립 필요) ii) 각국의 개별 기금조성 및
개별관리 iii) 개별기금 조성 대신 각국의 지원제도 활용 등을 고려
한ㆍ중 기술표준 협력 방향

- 녹색기술이나 융합산업 분야 등 기술도입 및 산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양국간 상호 인증
및 표준화 협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동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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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 향후 중국과의 특허 분쟁도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유사 시 보호수
단을 강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국과의 특허 분쟁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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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각 영역별 10대 특허권자 중 중국 국내 기업
기업 명칭

영역

해당영역
특허 수

해당기업의 중국 내
전체 특허 수

지역

1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1

670

4377

장쑤

2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1

459

3903

광둥

3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2

798

4377

광둥

4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2

747

3903

광둥

5

三星电子株式会社

S2

326

1839

장쑤

6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S2

296

7208

광둥

7

康佳集团股份有限公司

S2

244

494

광둥

8

友达光电股份有限公司

S2

237

1081

푸젠

9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S3

1114

7208

광둥

10

华为技术有限公司

S3

643

4564

광둥

11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3

346

4377

광둥

12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3

304

3903

광둥

13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S4

2129

7208

광둥

14

华为技术有限公司

S4

1503

4564

광둥

15

杭州华三通信技术有限公司

S4

515

735

저장

16

苏州阔地网络科技有限公司

S4

234

299

장쑤

17

大唐移动通信设备有限公司

S4

181

921

베이징
베이징

18

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

S4

164

664

19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S5

86

7208

광둥

20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6

1026

4377

광둥

21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6

968

3903

광둥

22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S6

520

7208

광둥

23

华为技术有限公司

S6

368

4564

광둥

24

苏州德融嘉信信用管理技术有限公司

S7

53

56

장쑤

25

用友软件股份有限公司

S7

45

146

베이징

26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S7

32

7208

광둥

27

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S7

25

92

베이징

28

金蝶软件(中国)有限公司

S7

23

139

광둥

29

中芯国际集成电路制造(上海)有限公司

S8

884

1388

상하이

30

上海华力微电子有限公司

S8

403

476

상하이

31

上海华虹NEC电子有限公司

S8

396

542

상하이

32

上海宏力半导体制造有限公司

S8

327

546

상하이

33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9

344

4377

광둥

34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9

313

3903

광둥

35

深圳市华星光电技术有限公司

S9

230

567

광둥

36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10

203

4377

광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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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의 중국 내
전체 특허 수

지역
장쑤

37

苏州艾杰生物科技有限公司

S10

197

197

38

苏州艾杰生物科技有限公司

S11

197

197

장쑤

39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11

110

3259

베이징
광둥

40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12

97

4377

41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12

90

3903

광둥

42

北京世纪高通科技有限公司

S12

49

72

베이징

43

广州宝胆医疗器械科技有限公司

S13

89

95

광둥

44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14

962

3259

베이징

45

南京泽朗医药科技有限公司

S14

178

248

장쑤

46

深圳华大基因科技有限公司

S15

118

132

광둥

47

北京绿源求证科技发展有限责任公司

S16

317

317

베이징

48

重庆市南川区瑞丰农业开发有限责任公司

S16

105

105

충칭

49

成都绿迪科技有限公司

S16

97

97

쓰촨

50

天津生机集团股份有限公司

S16

79

89

톈진

51

杨洪舒

S16

76

92

장쑤

52

苏州知微堂生物科技有限公司

S16

76

92

장쑤

53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17

721

3259

베이징

54

深圳市科聚新材料有限公司

S17

161

161

광둥

55

上海金发科技发展有限公司

S17

133

193

광둥

56

金发科技股份有限公司

S17

128

157

광둥

57

内蒙古伊利实业集团股份有限公司

S18

197

208

네이멍구

58

重庆市黔江区黔双科技有限公司

S18

87

90

충칭

59

大连创达技术交易市场有限公司

S18

68

432

랴오닝

60

重庆市彭水县彭双科技有限公司

S18

60

60

충칭

61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19

1075

3259

베이징

62

南京华洲药业有限公司

S19

205

205

장쑤

63

陕西美邦农药有限公司

S19

177

177

샨시

64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S19

153

766

베이징

65

陕西韦尔奇作物保护有限公司

S19

101

101

샨시

66

宝山钢铁股份有限公司

S20

226

436

상하이

67

鞍钢股份有限公司

S20

167

268

랴오닝

68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20

164

3259

베이징

69

攀钢集团攀枝花钢钒有限公司

S20

132

209

쓰촨

70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21

241

4377

광둥

71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21

241

3903

광둥

72

比亚迪股份有限公司

S21

62

912

광둥

73

上海先进半导体制造股份有限公司

S22

21

73

상하이

74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22

15

3903

베이징

75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23

1383

3259

베이징

76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24

309

3259

베이징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기업 명칭

영역

해당영역
특허 수

해당기업의 중국 내
전체 특허 수

지역

77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25

109

4377

광둥

78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25

107

3903

광둥

79

江南嘉捷电梯股份有限公司

S25

82

90

장쑤

80

楚天科技股份有限公司

S25

69

102

후난

81

中联重科股份有限公司

S25

64

299

후난

82

宝山钢铁股份有限公司

S26

92

436

상하이

83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26

90

4377

광둥

84

苏州宝时得电动工具有限公司

S26

86

177

장쑤

85

奇瑞汽车股份有限公司

S26

83

918

안후이

86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26

72

3903

광둥

87

东丽纤维研究所(中国)有限公司

S28

65

168

장쑤
광둥

88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29

71

4377

89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29

69

3903

광둥

90

凡嘉科技(无锡)有限公司

S29

101

110

장쑤

91

乐金电子(天津)电器有限公司

S30

159

655

톈진

92

乐金电子(天津)电器有限公司

S30

148

655

톈진

93

海尔集团公司

S30

119

498

산둥

94

珠海格力电器股份有限公司

S30

105

200

광둥

95

广东美的电器股份有限公司

S30

101

141

광둥

96

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

S31

114

4377

광둥

97

鸿富锦精密工业(深圳)有限公司

S31

85

3903

광둥

98

浙江吉利控股集团有限公司

S32

290

299

저장

99

奇瑞汽车股份有限公司

S32

284

918

안후이

100

重庆长安汽车股份有限公司

S32

175

429

충칭

101

南通芯迎设计服务有限公司

S33

164

546

장쑤

102

乐金电子(天津)电器有限公司

S33

113

655

톈진

103

靖江喜悦科技咨询有限公司

S33

53

99

장쑤

104

乐金电子(天津)电器有限公司

S33

48

655

톈진

105

合肥美的荣事达电冰箱有限公司

S34

375

518

안후이

106

合肥华凌股份有限公司

S34

374

517

안후이

107

海尔集团公司

S34

232

498

산둥

108

青岛海尔洗衣机有限公司

S34

119

133

산둥

109

南通芯迎设计服务有限公司

S34

98

546

장쑤

110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S35

156

766

베이징

111

中国海洋石油总公司

S35

144

549

베이징

112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S35

87

3259

베이징

113

中联重科股份有限公司

S35

77

299

후난

주: S1 전기기계, S2 시청각기술, S3 원격통신, S4 디지털통신ㆍ인터넷, S5 통신근간기술, S6 컴퓨터, S7 IT경영솔루션, S8 반도체, S9 광학, S10 측정,
S11 생물질분석, S12 시스템제어, S13 의료기술, S14 유기정밀화학, S15 바이오기술, S16 제약, S17 고분자화학ㆍ폴리머, S18 식품화학, S19 기초재료화학,
S20 재료ㆍ금속, S21 표면ㆍ코팅, S22 미세구조ㆍ나노기술, S23 화학공학, S24 환경기술, S25 핸들링, S26 공작기계, S27 엔진ㆍ펌프ㆍ터빈, S28
섬유ㆍ제지 기계, S29 기타 특수기계, S30 열처리, S31 기계부품, S32 교통, S33 가구ㆍ게임, S34 기타 소비재, S35 토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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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ㆍ홍콩ㆍ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체결한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을 체결한 이후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혜
를 홍콩에 부여함으로써 양자간 경제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
-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중화권 내의 통합이 우리의 중국 및 중화권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고,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대중화권 협력 전략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화경제권 형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파급될 중화경제권의 영향력
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있음.

2. 주요 분석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
통합을 중국ㆍ홍콩 간, 중국ㆍ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의 협력 강화의 측면을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분석함.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
국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
램, 협력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중ㆍ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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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ㆍ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ㆍ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
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음.
-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 잠식이
불가피함.
-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3. 정책 제언
1)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한ㆍ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한ㆍ중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관계에 기초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이러한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한국은 대중국 통상전략에 있어 ‘협력’을 강조하
는 통상전략을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권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한ㆍ중 간 쌍무적 통상환경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내 협력과 분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대중화권 통상전략에 있어 지나치게 중국에 편향된 통상전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즉 중국 중심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
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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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중 FTA 추진에 있어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
한ㆍ중 FTA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민감분야에 대한 처리 문제와 개방 수준에 관한
것임.

-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과 관련하여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낮은 수준의 개방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개방 수준을 확대해가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
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중ㆍ홍콩 CEPA는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개방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음.
한ㆍ중 FTA 협상에 있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
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ㆍ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기존의 어떠한 FTA보다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국도 이미
미국이나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 중에 있지만 중국과의 FTA는 그보다 더 큰 경제적 파급
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양국에 미칠 거대한 파급력을 고려하고, 그동안 지체되어 온 한ㆍ중 FTA 협상의 용이한
진전을 위해 개방이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CEPA의 보충협정 방식을 채택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동시에 양자간 경제협력 대화 창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해가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한ㆍ중 FTA 추진 시 중간재 분야의 조기 관세 인하 추진 필요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바, 2011년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6%, 78.4%에 달하고 있음.
- 한국과 대만이 중국의 전체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14.7%, 11.8%를 차지
하고 있어, 한국과 대만 모두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과의 FTA에서 무관세화를 추진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임.
한ㆍ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 잠식을 방어하고,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 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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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의 협상분야이고, 서비스 산업은 한ㆍ중
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경제교류에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임.

- 중국은 홍콩과의 CEPA와 대만과의 ECFA의 EHP를 통해 서비스분야를 WTO 개방수준보다 높게
개방하고 있음.
한ㆍ중 FTA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의 CEPA와 ECFA에 대한 입장을 감안한 협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5) 한ㆍ중 선행 협력 시험 지역․분야 도입
중ㆍ홍콩 CEPA에서는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
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가는 선행시험 조치(pilot basis)들을 포함하고 있음.

한ㆍ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선행시험이 가능한 분야와 적절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함.
- 선행시험지역의 선정에 있어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한국에 대한 우호도, 한국과의 상호 보완성,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가능성, 미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면에서 한ㆍ중 경제협력에 있어 선행시험이 가능한 지역으로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성과
동북삼성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역인 것으로 판단됨.

- 선행시험 분야에 있어서도 경쟁국에 비해 선점의 효과가 큰 분야, 미래시장 성장 분야, 한ㆍ중
간 보완성이 큰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 선행시험 분야로는 중ㆍ홍콩의 서비스분야 시험 개방 이외에 중ㆍ대만 간의 산업 협력 프로그램에 담긴
의약, LED, 금융 분야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야는 중국 시장의 성장성이 크고, 경쟁국에
비해 선점 효과가 큰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임.

6) 한ㆍ대만 경제협력 강화 협정 체결 검토
중장기적으로 중ㆍ대만 ECFA의 체결은 대만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임.

- ECFA 체결 이후 일부 국가들이 대만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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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으로부터의 대만시장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대만과의 협력 강화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 일환으로 대만과의 무역원활화, 투자자유화, 경제협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협력협정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ECFA를 포함하여 대만이 기체결한 FTA와 경제협력협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한ㆍ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CEPA를 활용한 대중 투자: 서비스 분야
한국기업은 CEPA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홍콩기업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홍콩기업의 CEPA 활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물류 운송, 소매 유통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기업은
대부분 홍콩계 제조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물류 및 유통 서비스 분야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홍콩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진출이 유리하며, 한국 제조업체와 관련된 업무가 상대적으로 해당지역에 많기 때문임.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문화산업(영화 배급, 콘텐츠 판매 유통 등) 분야에서 홍콩과 협력
하여, 중국 내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음

한국기업도 중국시장 진출 희망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홍콩기업 중 HKSS 조건을 갖춘 기업과의
협력(합자회사 설립, M&A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선점 우위를 누리
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CEPA 시범지역으로 개발 중인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 주하이 헝친 등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중국의 관련 서비스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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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남.

5

- 과제명: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연구자(연도): 양평섭 외(2007)
- 연구목적: 중화권 경제 동향,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
의 긴밀도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을 제시

- 문헌분석
- 통계분석

- 중화권 내 경제교류 긴밀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분석을
통해 보임.
- 중화권 내 경제협력 현황을 분야별(무역, 투자, FTA, 금융/물
류/에너지/기술 협력)로 나누어 고찰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대 중국 통상정책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분야
별 협력전략과 과제를 제시

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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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한국의 대중화권 수출입 구조(가공단계별)
중화권

가공단계
수
출

총계

대만

홍콩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차상품

0.5

0.6

0.5

0.6

1.1

1.0

0.2

0.2

0.0

0.0

0.0

0.0

0.0

0.0

0.0

0.0

74.0

73.9

71.5

71.2

82.8

85.6

80.3

78.8

36.7

39.9

37.0

40.8

46.0

51.9

30.3

28.8

연료, 윤활유
중간재
반가공품
*연료유
부품
최종재

4.9

8.2

4.8

7.5

2.6

12.7

6.3

8.3

37.3

34.0

34.6

30.4

36.7

33.8

50.0

50.1

25.4

25.5

27.9

28.1

16.1

13.3

19.5

21.0

자본재

21.7

21.4

24.5

24.2

10.8

8.6

15.4

16.7

소비재

3.7

4.1

3.4

4.0

5.4

4.7

4.1

4.2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1

3.0

3.4

3.2

1.0

1.4

3.6

5.1

1.4

1.2

1.7

1.4

0.0

0.0

0.0

0.0

62.6

63.8

59.2

61.0

78.5

78.6

73.8

73.6

반가공품

32.1

34.5

34.5

36.9

19.2

20.4

33.7

36.5

*연료유

0.9

0.9

0.9

0.9

0.9

0.9

0.1

1.3

30.4

29.2

24.7

24.1

59.3

58.2

40.2

37.2

미분류
수
입

(단위: %)

중국

총계
일차상품
연료, 윤활유
중간재

부품
최종재

34.4

33.2

37.3

35.7

20.5

19.9

22.6

21.3

자본재

20.6

19.5

23.1

21.6

8.7

8.2

14.7

12.6

소비재

13.7

13.7

14.3

14.1

11.8

11.8

7.9

8.7

0.0

0.0

0.0

0.0

0.0

0.0

0.0

0.0

미분류

주: 가공단계는 UN의 Broad Economic Categories(BEC) 방식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UN사이트
(unstats.un.org/unsd/cr/registry/regdnld.asp?Lg=1)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DB이용 작성.

참고자료 3.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점유율 현황

한국
점유율

대만
점유율

2010

2011

2012.1-7

전 체

10.1

9.6

9.1

ECFA EHP품목

16.2

17.6

17.9

기타 품목

9.3

8.7

8.1

전 체

8.4

7.4

7.0

ECFA EHP품목

12.3

11.6

11.7

기타 품목

7.9

6.9

6.5

자료: 한국무역협회 DB를 이용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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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

-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러시아가 2000년 이후 정치적 안
정을 회복하고 고유가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비축한 풍부한
자본력에서 비롯됨.
◦ 2000~05년 동안 연평균 약 76억 달러였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231억 달러로 증가한 이후
2007~11년 동안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28억 달러를 기록함.
◦ 2011년 러시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8위 해외투자국이 되었으며,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
투자 누적 총액은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함으로써 러시아는 개도국 중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음.

그러나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
자의 3%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러시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확대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의 확대가 필요함.
◦ 러시아 기업들이 대한국 직접투자를 확대할 경우 양국 기업 간의 관계 심화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는 단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그동안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몇몇 단
편적인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1990년대에 국외에서 이루어졌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러시아의 일부 대기
업들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적인 특징과 동기를 피상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는 분석 대상기업과 연구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산업별․
지역별로 연구가 점차 구체화되는 추세를 띠기 시작하였음.
- 반면, 국내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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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패턴과 특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이 러시
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동기를 살펴보고, 대상 국가 및 지역별․산업별로 투자 동향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러시아기
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우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전통적인 동기와 더불어 러시아적인 특수한 동기가 결합되어 나타
나고 있음.

- 러시아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제화를 위한 경제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개도국들에
비해 늦게 세계경제에 편입된 주된 이유는 계획경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함.
-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강력한 다국적기업들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내수시장과 함께 구소련
지역이 존재했기 때문임.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막대한 규모로 실행되었으며, 앞
으로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7~11년 동안 러시아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그 외 27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음.
- 지금까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2/5가 키프로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등의 조세피난처들도 주요 투자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이들은 최종 투자지가 아니며 러시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
의 ‘환승지점(trans-shipping)’으로, 바로 이 점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왕복투
자(round-tripping)’를 설명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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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실질적인 해외직접투자 지역을 분석하면,‘이웃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음. 즉, 러시아의 주요 투자대상 국가 및 지역은 문화․민족적 친밀성 및 역사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
르기스스탄 등 CIS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와 문화적으로 가까운 몬테네그로가 1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음.
◦ 이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단연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리 및 문화적 근접
성, 생산 네트워크 잠재력 등이 러시아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편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임.

러시아의 주요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재 러시아의 석유가스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금속기업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바, 러시아 다국적기업 중에서 금속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이들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시작된 초기인 1990년대부터 해외시장으로 진출했음.
◦ 또한 이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작업을 거치는 실질적인 국경간 생산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생산된 반제품은 그다음 제3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 제조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 선
진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이들은 R&D를 통해 러시아와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의 서비스 부문은 타국에 비해 낙후되었기 때문에 ‘따라잡기식(catch-up)’ 발전을 하고자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서비스 기업들은 구소련 지역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전환기
경제에 관한 비즈니스 특징 파악 및 노하우 보유, 소련 시절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관계, 언어장벽 부재
등에 기인함.
◦ 따라서 러시아 서비스 기업들은 이웃 국가에서부터 국제화를 시작함으로써 서구의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음.

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러시아 기업과 잠재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2012년 5~8월 동안 총 150개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약 15%(22건)에 그쳤음. 이러한 응답률은 러시아 기업의 폐쇄적인 특성에 기인하였으나 과거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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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과학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률과 유사한 수준임.
◦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러시아 해외투자 확장의 핵심 부문인 석유가스 및 금속 산업에서 첨단기술 부문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포함됨.

우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크게 천연자원, 시장진출 확대, 노동비 절감 등의 전통적
동기와 해외파트너와 협력 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 등의 비전통적 동기로 나눌
수 있음(표 1 참고).

[표 1]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동기

(단위: 응답 기업 수)

전통적 동기
천연자원 확보 시장진출 확대

비전통적 동기
노동비 절감

해외파트너와
협력 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협상
력 강화 포함)

기타

CIS

9

4

4

4

2

1

2

2

EU

4

5

2

10

12

3

2

0

중국

3

4

4

4

2

1

1

0

한국

0

2

0

2

5

2

3

0

북미

2

1

0

2

2

2

1

0

기타

5

2

1

2

0

1

1

0

합계

23

18

11

25

23

10

10

2

주: 기타 지역에는 터키,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남미 등이 포함됨.
자료: 저자 작성.

-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 중에서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CIS 지역, 비전통적
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EU와 북미지역 진출과 관련이 있었음.
- 이외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이력과 관련된 지역 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
외관계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음.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의 대부분은 향후 우선적인 투자진출 대상지로 CIS 지역과 EU를 꼽았음(그
림 1 참고).

- 러시아 기업인들이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CIS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장벽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전통, 문화 및 관습 등에 익숙해 있고, EU는 사업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하
기 때문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191

[그림 1] 국별·지역별 기업 성장 전망

주: 1점은 전혀 전망이 없음, 5점은 매우 전망이 밝음.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의 경쟁우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4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설문조
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음.

- 러시아 기업인들은 북한 요인과 천연자원 2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경쟁우위를 대체로

[그림 2] 한국의 경쟁우위

주: 1점은 매우 열악, 5점은 매우 양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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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상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거시경제 안정(3.56), 발달된 인프라(3.53), 인적자원(3.44), 선진기술(3.38), 국내정치 안정(3.33),
금융재원조달(3.31)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대외정치적인 북한 요인(1.75)과 천연자원
(1.81)은 한국의 경쟁우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동시에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합작기업 설립 및 한국기업 인수 등의 매력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났음.

-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은 10점 만점 가운데 평균 4점을 기록함으로써 러시아 기업
가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한국에서 합작기업 설립 여건에 대한 항목은 평균 5점, 한국에 있는 기업의 인수에 대한 항목
은 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러시아 기업들이 한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데 큰 매력을 느
끼고 있지 않으며, 한국기업을 인수하는 데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 러시아 기업들의 한국 투자매력도 평가

주: 1점은 매우 열악, 10점은 매우 양호.
자료: 저자 작성.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 계획을 밝힌 러시아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러한 사실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주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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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됨.
◦ 러시아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16개사)과 대중매체(10개사)를 통해 입수하고, 그다음
에는 컨설팅 회사 혹은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6개사)에서 출판하는 자료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 한국에 대한 주요 정보원

(단위: 응답 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은 주로 해외시장 확대와 자원확보 등 전통적인 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는가의 문제는 그들의 특화부문과 지리적 우선순위에 따
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의 주요 대규모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명백한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다국적기업들은 많지 않지만,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두 번째 대열(중형 규모)’에 속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
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임.
◦ 최근 ‘두 번째 대열’의 기업들은 주로 CIS 국가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종종 EU 국가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자산의 지리적 분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러시아 해외자산의 전부가 다국적기업의 완전한 초국경적 생산-판매 사슬에 실질적으로 통
합되어 있는 것은 아님.
◦ 주로 러시아의 거대 석유가스 및 금속부문 다국적기업이 수직적 통합 사슬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 상황에 민감한 원자재 가격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외부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며,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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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최종제품 단계까지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임.

- 셋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M&A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러시아의 전체 M&A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M&A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음.

- 넷째, 아직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 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해외투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유치 현황 및 정책평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100억∼120억 달러의 수준을 횡보하다 최근 2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을 달성
하고 있음.

[표 2] 최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이

(신고기준, 단위: 억 달러)

연도

'92~'94
평균

'95~'97
평균

'98~'00
평균

'01~'03
평균

'04~'06
평균

'07

'08

'09

'10

'11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11

40

132

89

119

105

117

115

131

137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특이한 점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의 90% 이상이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다는 점임.
◦ 2004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연간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함.
◦ 다만, 건수 면에서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신흥국
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 달러가 투자신고된 것을 처음으로 2011년까지 총
520건의 투자신고가 있었으며, 총 신고 누적금액은 5,457만 8,000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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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및 러시아의 직접투자 비중(신고기준)
연도

2005

2006

일본

1,880,795

2,111,046

미국

2,689,764

네덜란드

2007

(단위: 천 달러, %)

2008

2009

2010

2011

990,290

1,423,941

1,934,253

2,083,233

2,289,081

1,710,925

2,329,120

1,328,190

1,486,417

1,974,404

2,372,028

1,140,928

791,717

1,965,056

1,228,067

1,897,667

1,184,887

1,011,004

영국

2,316,458

706,556

363,853

1,232,792

1,952,895

648,956

920,115

중국

68,414

37,887

384,131

335,481

159,607

414,177

650,768

독일

704,812

483,907

438,902

685,418

569,813

268,260

1,471,446

프랑스

85,179

1,173,434

439,300

537,889

109,551

159,919

236,282

러시아

2,506

2,424

2,526

16,001

1,426

5,054

8,764

비중

0.022

0.022

0.024

0.137

0.012

0.039

0.064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이는 2011년 말까지 한국이 유치한 총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누적금액인 1,872억 5,400만 달러의
0.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임.
- 2005~11년 동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연평균 약 552만 9,000달러에 불과한 실정임(표 3
참고).
- 이처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 규모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건당 투자금액도 평균 약
10만 5,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미미한 실정임.
- 2000~10년 동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금액 가운데 도소매업 분야가 약 절반(49.4%)인 816
만 달러, 운송용 기계부문이 25%(413만 달러)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창
고업이 각각 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 뒤를 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음.

- 먼저 타가즈코리아의 투자 사례는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
하고, 녹다운(knock-down) 형태로 러시아로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성공적인 비
스니스 모델을 추구했음.
◦ 그러나 러시아 측은 해외직접투자의 핵심 성공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했고 이를 기술유출이
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실패모델로 남게 되었음.

- 두 번째는 2010년 서울시가 러시아 사이언스 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임.
◦ 이 연구소는 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 전기전자, 나노-전자 물리, 물리-전자공학, Solar Cell, 선진임상연
구, 연기물리, 메카트로닉스, 전력전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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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으로 크게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원·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or created-asset-see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
여 분석해 볼 수 있음.

- 먼저 시장추구형에서 판단하면, 러시아 기업 중에서 자원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시장 또는 동아시아 시장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 비용 측면에
서 상당히 불리한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추구 이전에 본사가 자신들의 제
품과 관련된 본원적인 기술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즉 타가즈가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분야에서 효율추구형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
설계기술, 자동차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노하우 등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업특유의 이점
(ownership specific advantage)이 있어야 했음.
◦ 그러나 기업 특유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 산업을 활용하여 효율을 추구
하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기업들의 M&A를 통한 전략적 자산추구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그 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사업경험 부족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아직 러시아 기업이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아시아 시장에서 사업경험
이 많지 않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유치방안
앞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치 유망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첫째, 러시아 방산업체의 유치가 유망한데, 이는 러시아 기업 중에서 방산업체들이 기술경쟁력과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어 해외투자 진출 시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기 때문임.
◦ 그러나 러시아 방산업체와의 기술 및 투자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술관리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시장지향형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유망함.
◦ Invest Korea 등 한국의 투자유치기관에서는 선점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양국의 상호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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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에너지 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후 제3국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러시아 주
요 에너지 기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 분야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양국간 공동 투자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러시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판단됨.
◦ 의료부문의 경우 러시아의 의료분야 원천 과학기술을 응용, 이를 의료기기로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러 합작기업을 한국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음.
◦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양국의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의 실행 등을 통한 투자협력
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 교육부문의 경우 양국 대학 간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유치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러시아 정부기관과의 상호협력 확대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용투자
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때 한국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존 투자유치제도 정비

- 러시아 주재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동시에 2011년 한국의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Korea와 러시아 모스크바투자청 간 체결된 ｢한-러
투자협력 MOU｣를 발전시켜 양국간 투자정보의 실질적인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홍보

- 다양한 전시회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교연구 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특히 대사관 혹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관, 협의회 등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어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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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풍부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망과 출판되는 대중매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음.
러시아 사업가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정보 공개 및 제공

- 한-러 기업인들 간의 교류 채널을 확대하고,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러시아 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자사 소개 또는 협력 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러시
아연방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뺷러시아 비즈니스 안내서뺸에 게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포럼,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더 활성화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치 문제도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
협력증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의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 창출

- 사례가 될 수 있는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이는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제3국 공동 투자진출 모색

- 예컨대 러시아와 인접한 CIS 지역과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에 한국의 기
술력과 러시아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공동 진출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가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
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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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10월 27~28일, 정부는‘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강 선언(Han River
Declaration)｣을 채택

-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1)를 심화하고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번영을 위한 한국ㆍ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
◦ 원칙으로 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관계 발전, ② 상호 호혜적인 양자관계 구축, ③ 일-메콩
협력과 미ㆍ메콩 협력 등 여타 협력체와 상호 보완적 발전 추구
◦ 우선협력분야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산림 및 환경), 수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인적자원개발의 6가지 선정

- 또한 한ㆍ메콩 정부는 매년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한국에서 외교장관회
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 지속적이고 진전된 실행계획 마련 필요

일본,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외부의 주요 국가들은 메콩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 일본은 2009년 제1차 일·메콩 정상회담과 ‘도쿄선언’ 이후 2012년 상반기에 제4차 일·메콩 정상
회담으로 ｢도쿄선언 2012｣ 발표
◦ 향후 3년간(2013~15) 차관, 무상협력기금, 기술지원 등을 포함하여 약 6,000억 엔(약 74억 달러)을 지원
키로 약속

- 미국은 2009년 제1차 미-메콩 외교장관 회담으로 ‘메콩 이니셔티브(LMI: Low Mekong Initiative)’
를 선언하였고, 4가지 분야(환경, 보건, 교육, 인프라 부문)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추진
◦ 2012년 7월, 제5차 미ㆍ메콩 외교장관회담을 통하여 미얀마를 협력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향후 3년간
5천만 달러의 지원 약속

- 중국은 1990년대부터 선린(善隣)외교 차원에서 메콩유역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GMS program을 통한 인프라 개발협력사업에 중점
본 연구는 메콩 유역국과 메콩 지역협의체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의 메콩지역에 대한 중장
기 협력방안 모색

- 정부 차원의 협력의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간의 참여가능성 모색
1) 2010년 11월, 한-ASEAN 정상은 이전의‘한-ASEAN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나아간‘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
계’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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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개발수요
농업 및 농촌개발의 경우 대부분 국가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에 따른 협력 가능

- 베트남은 농업현대화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며, 캄보디아는 농업개발을 위한 예산비중이 높고,
라오스는 관개시설 확충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초점
- 태국은 왕실추진사업에도 농업 및 농촌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얀마는 최근 개혁개방으로 개발
수요가 높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음.
전반적으로 인프라 부문에 대한 개발수요가 매우 높음.

- 태국은 대홍수 이후 향후 72.1억 달러 규모의 사업 예정, 캄보디아는 교통인프라 중심의 도로 개
보수사업에 주력, 라오스는 송전망 확대, 도로 건설 및 개보수, 교량 건설, 하천제방공사 등에 중
점을 둠.
- 미얀마는 물류인프라와 경제특구 위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 개발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며,
베트남은 향후 10년간(2011~20년) 약 637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외 원조에 의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 다양

- 태국은 11차 국가개발계획(NESDP)에서 고등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메콩 유역국 간 공무원 연수를 적극 지원
- 캄보디아는 사각전략Ⅱ에서 기초교육과 기술 및 직업훈련에 주력, 라오스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계획을 통하여 학교건립 및 체육시설 확충과 교사들의 역량강화에 중점
- 베트남은 10년 동안(2011~20년) 1,046억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으로 근로수준 향상과 교육인프라
확충에 초점, 미얀마는 현재 정부 계획 수립 중
통신 인프라 중심의 ICT 분야에 대한 개발수요

- 태국은 제2차 마스터플랜(2009~13년)으로 개발, 캄보디아는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 사용자 확대
지속, 라오스는 전자정부 구축, 재난조기경보시스템 마련, 통신망 확대 및 광 섬유망 건설 추진 중
- 미얀마는 2011년부터 5년간 ICT 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인프라 및 제도 구축에 초점, 베트
남은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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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은 주로 전력생산과 관개시설에 초점

- 태국은 102억 달러 규모로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캄보디아는 관개시설 개보수,
라오스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
- 미얀마는 전력산업발전 계획에 따라 발전용량 확충에 주력하며, 베트남은 제7차 전력마스터플랜
(2011~20년)으로 수력발전 분야에 초점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

-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태국은 저탄소사회 2030 발표,
라오스는 삼림확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

2) 메콩 지역협력체의 개발수요
‘ASEAN 연계성 강화’는 수송 분야의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기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인적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의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 ASEAN 회원국 간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중시
GMS Program은 경제회랑 구축과 역내 연계성 확대를 보다 강화

- ADB는 메콩지역 국가와 함께 향후 3년간(2012~14년) 약 40억 달러의 사업예산 책정
◦ 이외에도 ‘핵심농업지원프로그램 Ⅱ단계’에는 3년간(2012~14년) 약 1.5억 달러의 사업 예정, 상하수도
분야에도 중점

메콩연구소(MI)는 메콩 유역국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 및 인적교류 지속

- 농산물의 가치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역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농업교역 및 물류 촉진을
위한 ICT 교육 등에 초점
ACMECS는 태국 주도의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에 주력

- 한국을 개발파트너로 인식, 최근 수송인프라의 개발수요가 높음.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캄보디아의 과실수 개발센터 프로젝트 추진, 라오스-미얀마베트남 국경간 물류 및 여객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진행, 메콩 국가간 국립정보컨설턴트 센터 구축,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개발, 마을단위 관개농업개발 프로그램 추진

204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메콩강위원회(MRC)는 강과 그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중시

- 수자원개발 및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관개시설 및 식량안보 등을 목적으로 사업 추진, 홍수 예측 및 경보망 마련과 DB 구축, 환경관련 자료
수집,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 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체계 마련, 수자원 관리
협력 강화 등

기타

- 아세안-메콩유역개발협력(AMBDC)은 범아시아 철도 프로젝트를 주된 과제로 추진
-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ASEAN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함.

3) 주요 협력국의 참여전략
일본은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Connectivity)을 중심으로 메콩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식 추구

- 단계적으로 정부의 협력틀을 강화하였고, 분야별 맞춤형 개발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전 분야를 아
우르는 종합패키지 성격의 협력 추구
◦ 이니셔티브 → 행동계획 수립 → 정상회담 후 ‘도교선언’ 도출

- 특히 1980년대 후반 일본특별펀드(JSF)를 ADB 내에 조성하여 사전타당성조사(FS)를 지원
◦ 정보축적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기업에게 수주기회를 제공

중국은 인프라, 자원, 중화권 상권 형성, 우호관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메콩 지역과의 협력
사업 추진

- 인권, 환경 등과 무관하게 수원국의 필요에 의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교통, 에너지,
통신 등 대규모 개발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참여
◦ 서부대개발과 연계, 인도양으로의 진출 교두보 확충 등 전략적인 입지 강화에 주력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중국 견제를 위해 메콩 지역개발을 적극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강화와 국제적 개발이슈 선점

- 2009년 오바마 정권이 수립된 이후 제1차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이후 매년 2회의 장관회담 추진,
2011년에는 메콩 우호국간 외교장관회담 시작으로 다른 공여국들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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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수혜국의 수요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협력 추구

- 빈곤감소, 인적자원개발, 수자원개발 및 녹색성장과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위주
◦ 특히 노르딕개발기금(NDF)을 활용하여 메콩지역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후 공동 출자로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특화된 협력사업 추진

호주는 메콩 지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다자기구 및 공여국과 공동으로 프로
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함.

3.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을 갖추어야 함.

- 장기적으로 아시아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함(그림 1 참고).

[그림 1] 기본 방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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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
정부의 협력메커니즘 강화

- 가칭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통하여 경제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개발의제 발굴 및 주도(그림 2 참고)
◦ 민관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예: 한-메콩 비즈
니스 포럼 등)

[그림 2] 정부의 메콩 지역개발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자료: 저자 작성.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2) 재확인, 메콩 지역개발을 중점협력 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 특히 메콩 지역개발을 통하여 최근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미얀마에 대한 협력사업 강화
◦ 가칭 ‘한국특별기금(Korea Special Fund)’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의 타당성 조사 사업에 적극 활용되는
방안 강구

- ‘대(對)아세안 연계성 TF’3)가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메콩 관련 ODA 사업을 검토하
고 조정하는 역할 수행

2) ①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② 동남아시아의 개발격차 완화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 ③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다른 공여국과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다자간 개발역량 확대에 기여 등임.
3) 2012년 9월 출범한 정부의‘대(對)ASEAN 연계성 TF’는‘ASEAN의 연계성 조정위원회(ACCC: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와 관련 협의를 진행함. 추진원칙으로 정부는 유상 및 무상을 포함하여 계속 사업인 경우 ASEAN 연
계성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신규사업 발굴시 양자 ODA 사업과 구분하여 ASEAN 회원국 다수(즉 메콩지역 전체)
가 혜택을 받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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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농업 및 농촌개발은 분야의 경우, 주요 공여국의 협력 분야를 고려한 후, GMS program, 메콩연구
소, ACMECS, 메콩강위원회, ASEAN 통합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사업 추진(그림
4 참고)
◦ 기업들은 관개, 시설기계화, 기술전수, 미곡종합처리장에 관심이 높음.

[그림 3] 양자협력 위주에서 다자협력 메커니즘 구축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협력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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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의 경우, GMS program, 메콩연구소, 메콩강위원회, ASEAN 통합이니셔티브를 통하
여 적극적으로 협력사업 추진(그림 5 참고)
◦ 기업들은 직업교육, 기초교육, 공무원연수, 교육제도개발에 관심이 높음.

- 인프라 분야의 경우, GMS program, 메콩연구소, ASEAN 연계성강화, ACMECS, AMBDC와 적
[그림 5]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협력방안

[그림 6] 인프라 분야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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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협력사업 추진(그림 6 참고)
◦ 기업들은 도로, 전력, 항만, 교량, 철도와 같은 분야에 관심이 높음.

- ICT 분야의 경우, GMS program, 메콩강위원회, ASEAN 연계성 강화, ACMECS와 적극적으로
협력사업 추진(그림 7 참고)

[그림 7]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방안

[그림 8]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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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통신망, 전자정부 및 전산지불시스템 구축 등에 관심

- 녹색성장 분야의 경우, GMS program, 메콩강위원회, ASEAN 통합 이니셔티브, ACMECS와 적
극적으로 협력사업 추진(그림 8 참고)
◦ 기업은 그린 빌리지, 에코타운, 폐기물 처리, 조림, 녹색성장 기술 등에 관심이 높음.

- 수자원개발의 경우, GMS program, 메콩강위원회, ASEAN 통합 이니셔티브, ACMECS와 적극적
으로 협력사업 추진(그림 9 참고)
◦ 기업들은 댐 건설, 홍수 방지 및 피해 복구, 하천정비, 식수원 개발 등에 관심이 높음.

[그림 9] 수자원개발 분야의 협력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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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외국인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는 동포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을 제외한
다면 한국에 대한 최대 송출지역으로 한국의 외국인력정책 운영과 방향 설정에 중요함.

-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39만 5천 명이고 이 중 70만 5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체류외국인 중 중국동포가 34%, 동포 제외 중국인이 15%로 중국 출신이 49%를 차지하고 동남아
출신 외국인은 전체 20%를 차지함.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2) 전문인
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

- 그러나 단순기능인력으로 편중된 외국인력 유입과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또한 전문인력 유치의
미미한 성과가 현재 한국 외국인력정책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국에 대한 주요 동남아 송출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
인과 정책적 송출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 특성에 따른‘공급측 요인’을 파악하여 한국과 동남아의 양
자 노동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인력송출국과 한국 간 임금격차, 송출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여건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특정국가의 인력이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음.
- 국제이주노동은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해외송금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이
해가 대단히 큰 이유로 정부에서 해외인력 송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인력송출국들은 그동안 정책학습효과와 국제협력,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인
력송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왔고 송출국간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하여 인력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동남아 주요국 중 한국으로의 송출규모가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4개국을 중심으
로 송출국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양자 노동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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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한국의 동남아 인력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배우자, 유학생 등을 포함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동남아 인구는 2011년 기준
으로 총 27만 8천 명에 달하며,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주요 출신국임.

- 고용허가제를 통해 수입하고 있는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베트남
80,944명, 태국 44,807명, 필리핀 41,537명, 인도네시아 37,909명이 유입되었음.

[표 1] 한국 체류 동남아 인구(2011년 기준)
국가

체류인구(명)

베트남

116,219

필리핀

47,542

태국

45,634

인도네시아

36,971

캄보디아

17,320

미얀마

6,479

말레이시아

3,522

싱가포르

3,273

동티모르

616

라오스

498

브루나이

59

총 계

278,133

캄보디아 6%
미얀마 3%
말레이시아 1%
싱가포르 1%
라오스 0%
브루나이 0%
티모르민주공화국 0%

인도네시아
13%

베트남
42%

태국
17%
필리핀
17%

자료: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2011).

- 동남아 인력 역시 단순기능인력으로의 편중이 심한 가운데, 고급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골드카드
의 경우 2000년에서 20011년까지를 살펴보면 동남아의 비중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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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외기술인력(골드카드) 추천 실적(2000~11년)

(단위: 명, %)

순위

국가

200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비중

1

인도

204

77

85

109

72

128

69

540

20.8

2

일본

5

25

40

97

95

94

64

415

16.0

3

중국

59

31

55

83

59

72

33

333

12.8

4

베트남

60

29

22

83

29

32

25

220

8.5

5

필리핀

30

17

24

50

23

53

22

189

7.3

6

미국

19

10

13

23

51

63

23

183

7.0

7

러시아

29

16

12

18

16

21

7

90

3.5

8

우크라이나

11

9

5

16

3

3

2

38

1.5

9

말레이시아

1

2

3

10

6

19

7

47

1.8

10

영국

4

4

1

4

9

13

13

44

1.7

..

..

..

..

..

..

..

..

..

..

..

14

인도네시아

-

-

4

17

3

7

3

34

1.3

..

..

..

..

..

..

..

..

..

..

..

22

싱가포르

2

-

1

2

4

2

1

10

0.4

23

태국

-

1

3

2

2

4

-

12

0.5

..

..

..

..

..

..

..

..

..

..

..

51

-

-

-

1

1

-

-

2

0.1

기타

미얀마

21

31

52

75

78

141

63

440

16.9

합계

445

252

320

590

451

652

332

2,597

100.0

주: 음영 처리는 동남아 국가.
자료: 코트라 글로벌인재사업단.

2) 단순기능인력과 관련된 동남아 송출국 특성: 구조적 원인과 정책적 요인
동남아는 경제발전의 역내 격차를 반영하여 인력 송출국과 수입국이 공존하며, 단순기능인력을 중심으
로 계약을 통한 단기이동이 주를 이룸.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인력 순수입국이며, 태국은 인력수입국이나 인력송출국이고 나
머지 동남아 국가들은 인력 순송출국임.
- 동남아 인력송출국들은 대체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농업분야 또는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이 높으며, 실업률 및 과소실업률이 높아 인력송출에 대한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송출국과 송출대상국의 소득격차는 인력송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한국과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소득격차를 살펴보면 동남아는 한국으로의 인력송출에 강한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

- 송출국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해외취업에 대한 요인이 감소하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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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소득의 43%에 근접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에 대한 단순기능인력
송출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그림 1 참고).
- 한국 소득의 22%에 근접하는 태국이 현재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인력송출국을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특히 베트남의 경우 향후 인력송출에 대한 지속적 유인을 가지고
있음.

[그림 1] 한국 소득 대비 동남아 주요국 소득 비율(명목소득, 2011년)

싱가포르

206%

말레이시아

43%

태국

22%

인도네시아
필리핀

16%
11%

베트남

6%

라오스

6%

캄보디아

4%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한국에 가장 중요한 송출국인 베트남은 현재 약 50만 명이 40개국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송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송출대상국이며, 해외 베트남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수준에 있어
서도 상위를 차지함(표 3 참고).
- 또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외국인력에 법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주고, 불법체류가 용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한국은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선호되는 송
출대상국임.
- 또한 베트남의 해외송금은 2011년 8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GDP의 6.94%에 해당하는 수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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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송출대상국별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2012년 7월 체류 기준)
국가

체류노동자 수(명)

평균 임금수준(달러)

주요 근무업종

대만

97,000

가사노동직 500; 생산직 및 간호사
650~700

가사노동, 제조업

말레이시아

76,000

220~300

다양

한국

70,000

1,000

제조업

일본

18,000 (산업연수생)

1,000

제조업

리비아

15,000

300~700

건설업

사우디아라비아

11,000

단순기능 300; 숙련 500~700

건설업, 가사노동자

UAE

7,200

단순기능 300; 숙련 500~700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카타르

300

단순기능 300; 숙련 500~700

건설업

러시아, CIS, 동유럽 등 기타

-

400~1,000

건설업, 재봉사, 용접공등

자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정부는 해외인력송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음.

- 2006년 해외 계약제 노동자에 대한 법률, 2007년 해외인력송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Department of Overseas Labor Management)을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등 약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송출절차와 인력송출관련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고, 해외이
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지원기금을 설립하였음.
베트남의 한국 인력송출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향후 베트남이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임.

- 국제노동이주에서 소득과 해외노동이주의 관계는 종 모양(bell-shaped)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저소득과 고소득일 때 송출규모가 작고 중소득일 때 송출규모가 큰 것으로 관찰됨.
- 베트남이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증가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과의 소득격차가 현격히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주비용에 대한 재정적 제약의 완화로 오히려 한국에 대한 유입압력이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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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베트남 소득증가와 단순기능인력의 한국 유입 추세(1993~2011년)

(단위: 명, 달러)

70,000

1,600

60,000

1,400
1,200

50,000

1,000

40,000

800
30,000

600

20,000

400

10,000
0

200
1

2

3

4

5

6

단순기능인력 유입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한국과의 소득 격차

0

일인당 국민소득

주: 단순기능인력(좌측), 소득격차(좌측), 일인당 국민소득(우측).
자료: World Bank Indicators,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1993~2011)을 자료로 필자 계산.

태국은 2000~11년 누계 기준으로 동남아에서 베트남(80,94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단순기능인력
(44,807명)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송출한 국가임.

- 태국의 인력송출은 이중적 특성을 보이는데, 동남아 중진국이라는 지위로 인력 송출국인 동시에
동남아 주변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해서는 인력 수입국임.
- 태국의 인력송출 규모는 작은 편으로 2010년 기준 해외노동자는 약 14만 4천 명으로 추산되며,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송출되는데, 대만(28%), 싱가포르(8.8%), 한국(7%)이 주요 송출국임.
- 태국의 해외송금은 2010년 기준 약 36억 달러이고 GDP 비중은 1.1% 정도로 높지 않음.
태국 역시 인력송출과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담당부처를 도입하였으나, 인력송출을 중요한 정
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1994년과 2001년에 개정된 ‘1985년 고용 및 구직자 보호법(The Recruitment and Job Seekers
Protection Act B.E. 2528, Amended B.E. 2544, No. 3)’이 민간 고용대행사 면허 발급, 인력송출
절차 개선, 송출대상국과 자국민 보호 및 송출 절차 관련 협력을 규정함.
- 노동부 산하 태국해외고용청(TOEA: Thailand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이 태국 인
력송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 고용대행사 인가, 자국 이주노동자 보호 등을 담당하고 태국 정
부는 별도로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지원기금(Overseas Workers Aid Fund)을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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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력송출국으로 2010년 기준으로 신규송출인원이
112만 명에 달함.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유입된 필리핀 단순기능인력은 41,537명으로
동남아에서 3위를 기록함.
- 필리핀은 2010년 기준 세계 4위의 해외송금 유입국이며 해당 연도에 약 214억의 해외송금액이
유입되었고 이는 GDP 대비 10.7%에 달함.
- 해외송금액은 FDI, ODA,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른 형태의 자본유입보다 규모가 월등히 크며 변
동성 또한 가장 작아 안정적인 외환수입원임(그림 3 참고).

[그림 3] 필리핀의 연도별 이주노동 송금액과 각종 유입자본 비교(2000~11년)

(단위: 백만 달러)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f

-5,000

송금액

FDI

포트폴리오 투자

ODA

주: f는 추정치임.
자료: 세계은행(www.worldbank.org).

필리핀 정부는 이주노동과 해외송금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래전부터 인력송출을 촉진
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필리핀의 이러한 제도는 인력송출국 중 가장 발전된 것으로
평가됨.

- 필리핀의 인력송출 및 이주자 보호 분야 주요법으로 ‘1974년 필리핀 노동법(Labour Code of the
Philippines, 1974)’, ‘1989년 해외거주필리핀인법(Balikbayan Act of 1989, RA 6768)’, ‘1995년
이주노동자 및 해외거주 필리핀인법(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 Act of 1995, RA
8042)’, ‘2003년 필리핀 시민권 유지 및 재획득법(Philippine Citizenship Retention an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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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Act of 2003, RA 9225)’, ‘2003년 인신매매 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 RA 9208)’
- 필리핀의 인력송출 담당 정부 기관으로는 필리핀이주위원회(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 해외거주필리핀
인복지연합(OWWA: Overseas Filipino Welfare Association), 노동부 산하 필리핀해외고용청
(POEA: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외교부 산하 이주노동자사무차관실
(OUMWA: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Migrant Workers’ Affairs )등이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해외노동자는 약 56만 명으로 추산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와 인근 말레이시아가 주요 송출대상국임.

-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가사도우미 송출이 많고 제조업 관련 송출은 저조
한 편임.
- 1990년대 이후 인력송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송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 해외송금은
72억 달러로 베트남과 비슷하지만, 해외송금액의 GDP 비중은 0.85%로 상당히 낮은 편임.
인도네시아의 경우 분석대상 4개국 중 인력송출에 대한 정책적 추진과 제도화의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 판단됨.

- 2004년에 제정된 이주노동자보호법 39호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
면서 송출업체(PJTKI: Perusahan Jasa Tenaga Kerja Indonesia)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충원ㆍ훈련
ㆍ송출을 명문화함.
- 2006년 대통령령 제81호에 따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배치와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인 BNP
2TKI를 설립하였으며 이주에 관한 배치, 사전교육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현재 한국에 단순기능인력을 주로 송출하고 있는 동남아 4개국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잠재성에 있어
편차를 보임.

- 분석대상 4개국은 일반적으로 동남아 선도그룹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비해 인적수준이 낙후
되어 있으나, 태국이나 필리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표 4, 표 5
참고).
-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연구역량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
를 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가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221

[표 4] 동남아 주요국 영어권 국제학술지 과학분야 게재건수(1998~2008년)
필리핀

싱가포르

1998

연도

캄보디아
8

인도네시아
305

말레이시아
658

263

2,264

태국
855

베트남
198

총 계
4,551

1999

12

354

830

292

2,729

965

239

5,421

2000

14

429

805

353

3,465

1,182

315

6,563

2001

14

449

906

317

3,781

1,344

353

7,164

2002

20

421

961

398

4,135

1,636

343

7,914

2003

23

428

1,123

418

4,621

1,940

458

9,011

2004

41

471

1,308

427

5,434

2,116

434

10,231

2005

50

526

1,520

467

5,971

2,409

540

11,483

2006

64

597

1,757

464

6,300

3,000

617

12,799

2007

80

582

2,151

535

6,249

3,582

698

13,877

2008

75

650

2,712

624

6,813

4,134

875

15,883

총 계

401

5,212

14,731

4,558

51,762

23,163

5,070

104,897

자료: UNESCO(2010), p. 441 수정해서 재인용.

[표 5] 동남아 주요국 미국 등록특허 추세(2000~07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

캄보디아

0

0

0

0

1

0

1

인도네시아

11

13

9

13

11

12

7

9

말레이시아

63

65

4

77

111

117

162

212

필리핀

17

22

30

45

39

26

44

33

싱가포르

274

373

505

523

540

429

519

481

태국

25

39

60

37

37

28

56

28

베트남

1

4

0

2

2

6

2

1

391

516

608

697

741

618

791

764

총계

자료: UNESCO(2010), p. 444 수정해서 재인용.

3. 정책 제언
1) 외국 인력정책 전반의 발전방향과의 조화
외국 인력수급이 단순기능인력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외국인력시장을 대상으로 다
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한국과 동남아의 양자노동협력은 이러한 발전방향과 보완적 관계로 진행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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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유입을 억제하고 외국인력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산활동에
부담시키기 위해 고용부담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또한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를 위해 불법체류와 불법채용의 불이익을 현저히 높여야 하며, 불법체
류 방지 조치들이 정주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주의가 필요함.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취업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제기된 바 있고,
동남아 전문인력 확보 역시 이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엄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한국에 동남아 유학생을 초청하고 소정의 학위 과정 이수 후 국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ODA 재원을 활용하여 유학생을 유치하고 학위과정을 이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 의무취업을 통
해 전문인력으로 활용한 후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하여 귀국하게 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수요 충족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 등 경제협력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2) 베트남
베트남은 한국의 외국인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동남아 국가로, 단순기능인력의 유입 조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양자노동협력의 의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베트남이 많은 단순기능인력을 한국에 송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협상을 통한 베트
남 단순기능 수급 조절은 전체 외국인인력 수급 조절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한국이 주요 송출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으로의 취업대기자 적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정국가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또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력수급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함.
한국은 베트남과의 노동협력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전문인력 유치에 보다 중점을 두어
야 함.

- 베트남의 중등교육 과정의 수학 및 과학 교육 여건이 비교적 좋고 이미 중국에 이어 국내 박사과
정 유학생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에 유학생 유치를 통한 전문기능 육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과 고급인력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베트남이 한국과 가지
는 긴밀한 관계는 전문인력 유치에 유리한 요인임.
- 다만 전술했듯이, 두뇌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일정 기간 고용
기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프로그램 디자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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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태국은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을 졸업할 가능
성이 분석대상 4개국 중 가장 높은 국가로 단순기능인력 수급국가의 다변화를 위한 중점 협력대상국이
될 수 있음.

- 태국의 경제성장으로 자국임금이 충분히 상승할 경우 한국에 대한 지속적 인력유입이 감소할 것
을 기대할 수 있음.
- 단순기능인력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단순기능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 태국에 대한 인력수입 쿼터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태국과 적극적 협력을 추진해야 함.

- 태국은 과학분야의 연구역량이 동남아 4개 주요 인력송출국에서 가장 높고, 수학과 과학 분야의
중등교육의 수준 역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아 전문기능인력 유치나 이공계 유학생 유치
를 위해서 좋은 협력대상이라고 평가됨.

4) 필리핀
필리핀은 현재 인력송출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인력송출 체계와 관련 법령 역시 개발
도상국 가운데 가장 발달해 있으며, 해외노동자 보호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인 송출국임.

-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력송출을 하는 필리핀에게 한국은 비록 11위의 송출대상국이기는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구축한 인력송출 및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양자노동협력에서 까다로운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양자 혹은 역내 무역 협상에서도 인력송출 확대를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송출대상국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
국정부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간호사와 개호복지사가 필리핀 인력송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보건인력 송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대비가 필요함.

- EPA를 통해 일본과 필리핀이 상호간 간호사와 개호복지사를 수입하기로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한국과의 관련 협상에서 필리핀이 해당 분야의 인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대비가 필요함.
필리핀 전문인력과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양자노동협력 의제로 추진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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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과 과학분야 중등교육 수준이 비교대상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지 않고 이미 한국에
골드카드를 발급받고 취업한 필리핀인력 역시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다음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필리핀 고급인력의 보건분야 편중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이공계 연구인력을 확보하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인도네시아
단순기능인력의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인력의 유입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
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는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구조 등을 볼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
조적 요인은 강하나 거대한 경제규모 등으로 인력송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인력송출 장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나 제도화의 수준이 높지 않음.
- 다만 한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체류가 용이하고 노동여건이 양호한 인력송출국이라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전문인력 유치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여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는 이공계 분야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중등교육 수준 또한 주변국보다 낮아 유학생 유
치를 통한 전문인력 유치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인도네시아의 큰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전문인력의 절대수는 일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겠으나
전문인력이나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와 경쟁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
다고 판단됨.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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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의 대(對)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
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버팀목 역할이 기대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의 1/10이며,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
과함.
-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등을 내세워 인도 인프라개발 시장 참여
는 물론 자국기업 진출지원, 전용공단 설치 등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활
용하여 인도 인프라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역사, 정치, 외교적 관계
한국과 인도의 역사, 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 비해 취약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원후 5~6세기 불교의 전파와 교역을 통해 인도와의 교류를 시작하였
지만, 1949년 네루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2년 인도와 공식
수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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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수탈하던 시절, 대중국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동인도회사에
서 파견된 사람들의 주도하에 구성된 도시국가로 1965년 독립과 동시에 바로 인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웃국가로 실크로드, 불교 등을 통해 인도와 교역은 물론 문화적
교류를 매우 활발히 해왔으며, 정부수립 이듬해인 1950년 인도와 수교하였음.
-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의료지원부대 파병, 전쟁포로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
원회 의장국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도 거의 교류가 없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함.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 양자 정상회담을 늦게 시작하였고 개최 횟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정례화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타 정부 간 협력체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함.

- 일본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장관급 일ㆍ미ㆍ
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 안보액션
플랜, 일ㆍ인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음.
-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장
관급 안보대화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
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
추고 있음.

[표 1] 한ㆍ중ㆍ일 및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 비교
일본ㆍ인도
외교관계
수립 연도
정상회담
-횟수(~2012년)
-정례화(연도)

싱가포르ㆍ인도

중국ㆍ인도

한국ㆍ인도

1952년

1965년

1950년
1962년 단교
1979년 재수교

19회
2005년 이후

10회
비정례화

17회
2002년 이후

6회
비정례화

전략적동반자(2005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2004년)
전략적 동반자(2010년)

양국 관계
(체결연도)

글로벌파트너십(2000년)
글로벌전략적파트너십
(2006년)

외교협력체제
(개시연도)

양자 정상회담(2005년)
동아시아정상회담(2005년)
일ㆍ미ㆍ인
전략대화(장관급,2011년)
외무장관전략회의(2012년)

아세안정상회담(2002년)
전략경제대화(2011년)
동아시아정상회담(2005년)
동아시아정상회담(2005년)
합동장관회의(2008년)
브릭스 정상회담(2009년)
의회친선그룹(2012년)

안보협력체제
(개시연도)

안보협력공동선언(2008년)
안보협력액션플랜(2009년)
차관/고위급회담(2010년)
일ㆍ인도
해상훈련(2012년)

공군훈련협력(1970년대)
해군훈련협력(1993년)
싱인 안보정책다이얼로그
(2004년)
대잠수함공동훈련(2007)

-

1973년

동아시아정상회담(2005년)
재무장관회의
외무장관회의
장관급 공동위

평화협력5조항(1954년)
국경지역 군사훈련 및 비행 한인도방산군수협력
금지(1996년)
(2005년)
장관급안보대화(2003년)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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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협력 관계
(1) 교역, 투자, FTA
대인도 교역은 규모면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의해서도 약화될 수도 있음.

- 수출규모는 2011년 중국이 약 505억 달러로 단연 앞서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140억 달러), 한국
(127억 달러), 일본(111억 달러)이 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은 중국(30.1%)과 일본
(22.4%)이 우리나라(19.6%)와 싱가포르(15.3%)를 압도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며, 시간이 갈수록 한ㆍ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침.
-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지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3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침.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인도 투자를 주도하던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투자비중이 급격히 줄어들
면서,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1999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13%로 투자국별 순위 5위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 4
월~2012년 8월에는 그 비중이 0.65%로 급감하고, 순위도 13위로 급락함.
- 2000년대 이후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일본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각각 10.1%와 7.5%로 각각 2위
와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6년 인도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A)을 체결한 이후 급증하
여,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비해 4.6배나 많은 1,800여 개의 진출기업 수를 기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FTA를 싱가포르보다는 늦게, 일본보다는 빨리 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 확보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상품부문 양허수준은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의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허품목 기준
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확보하고 있음. 관세감축 기간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빠름.
- 서비스부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영역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숙원인 인도 화물선 우선적치제도의 미적용 양허를 받음.
-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FTA 협정을 개선하면서 양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지만, 한ㆍ
인도 FTA는 2011년 1월 개선 합의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공동위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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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ㆍ중ㆍ일ㆍ싱가포르의 대인도 수출, 투자, FTA 비교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

수출 규모
(억 달러, 2011년)

110.8

140.4

505.3

126.5

수출 증가율
(2007~2011년, %)

22.4

15.3

30.1

19.6

0.7(24위)
1.3(15위)

2.8(10위)
3.4(9위)

1.5(12위)
2.7(7위)

1.7(10위)
2.2(9위)

5대 품목 75.3
기계류 36.5
전기기기 13.1
철강 12.3
차부품 7.8
광학기기 5.6

5대 품목 77.1
기계류 22.2
광물성연료 21.7
전기기기 19.8
유기화학품 8.2
플라스틱 5.2

5대 품목 66.2
기계류 25.2
전기기기 20.5
유기화학품 9.2
비료 7.0
철강제품 4.3

5대 품목 63
기계류 15.4
전자기기 14.6
철강 13.7
차부품 12.0
플라스틱 7.3

인도수입시장점유률
- 2002년(%, 순위)
- 2007년(%, 순위)
- 2011년(%, 순위)

3.2(7위)
2.7(12위)
2.4(16위)

2.6(10위)
3.2(10위)
1.7(20위)

5.0(4위)
11.2(1위)
11.8(1위)

3.3(13위)
2.4(15위)
2.6(12위)

투자 규모
(2011년, 억 달러)

31.1

42.6

0.5

1.3

누적 투자
- 2000.4~12.8(억 달러)
- 비중(%)
- 순위(위)

134.8
7.5
4위

181.1
10.1
2위

1.35
0.08
34위

11.6
0.65
13위

160

118.6

665

40

1,804

110여 개 이상*

30여 개 이상**

387***

FTA협상개시
협상타결(연도)
발효(연도)

2007년
2011년 2월
2011년 8월

2003년
2005년 6월
2005년 8월

-

2006년
2009년 9월
2010년 1월

상품부문양허률****
- 총양허률(%, 연도)
- 즉시철폐(%)
- 관세철폐및인하
- 양허제외(%)

89.7(2021년)
7.6
82.1(11년간)
10.3

93(2015년)

수출 비중 및 순위
- 2006년(%, 위)
- 2011년(%, 위)

수출 품목 및 비중
(2011년, %)

투자 증가율
(2007~2011년, %)
투자진출 기업 수
- 전국(2011년, 개)

서비스부문 양허****

FTA 협정 개선
(업그레이드)

- 11개 분야
86개 영역
- 은행지점 4년간
10개까지 호의적
고려
- 화물우선적취제도
비적용
-

-

- 8개 분야
특혜(비즈니스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금융,
통신, 운송 등)

- 2007년 1차협상완료
- 2010년부터 2차협상

85.5(2019년)
38.4
47.1(10년간)
14.5
- 11개 분야 81개 영역

-

-

- 은행지점 4년간 10개까지
호의적 고려

2011년 합의

주: *
기업인들의 자발적 등록 기준으로 국영기업은 대부분 미포함.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출장 인터뷰 기준.
*** 조충제 외(2011) 기준.
**** 인도 측 양허, 금액 기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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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협력 정책, 전략 및 사례
① 일본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정상급 협력체제 확립

- 2006년 일ㆍ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lobal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
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은 물론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
축, 가동함.
투자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에 우선 집중

-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의 핵심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ㆍ뭄바이 산업회
랑(DMIC) 추진 △일ㆍ인도 FTA 추진, △ODA협력 강화 △JETRO의 일본기업 진출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
인프라개발 등을 통한 일본기업 진출지원에 ODA를 적극 활용

-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약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본기업의 사업 참여는
물론 인프라개발을 통한 기진출 일본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한 일본기업 전용공단 적극 개발

- JETRO, 일본경제산업성 등은 인도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의 공단 외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5개의 일본
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하고 있음.
②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조약 및 FTA 적극 활용 및 개선

- 싱가포르는 2005년 싱ㆍ인도 FTA 발효와 함께 면세 및 감세 혜택이 보다 확대된 이중과세방지조
약을 발효시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켰으며, 이후 FTA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조세 감면수준 및 투명성, 양허수준 등을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상호 투자와 교역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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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 다양한 형태의 투자 등에 국영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

- 항만 및 공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은행, 보험, 병원, 통신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
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지분투자, 펀드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이 우선 투자 진출
하여, 민간 기업에게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리스크를 축소함.
다양한 민간협력 채널 구축 및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너지 극대화

- 1일 45편의 항공편 운항, 주인도 싱가포르상공회의소,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 등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
킹 지원 등 양국 투자 진출기업 및 기업단체에 대한 쌍방향 지원 강화를 통해 상호 투자를 적극 유도함.
③ 중국
중ㆍ인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정상급 협력체제 구축

- 2006년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경제그룹, 공동비지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
파트너십 등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2011년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신설 및 정례화를
통해 매년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함.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대인도 인프라개발 부문 집중 진출

-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중ㆍ인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발전소
건설부문에만 약 36억 달러의 자금조달과 사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인도와 체결함.

3. 정책적 시사점
1) 한ㆍ인도 정상회담 등 협력체제 구축
정상회담의 정례화

-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
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함.
◦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협력은 물론 최근에는 경
제협력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 현재까지 구축된 한ㆍ인도 간 최고위급 회담은 재무장관, 통상장관, 외무장관 회담 등이며,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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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및 장관급 협의 정례화

- 한ㆍ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2010년 구축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경제협력은 물론 핵발전, 안보 및 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 및 교육
부문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부문별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를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 개편하여 정례화해야
할 것임.

민간 경제협력체 활성화 및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를 활성화시키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임.
◦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며, 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주(州) 단위에서 실행되고, 특히
과도할 정도로 분권화된 인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본, 싱가포르처럼 주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필수 불가
결함.

[그림 1] 한ㆍ인도 협력체제 구축 및 정례화 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2) 한ㆍ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CEPA 업그레이드 및 IT 전문인력 적극 활용

- 싱가포르가 기존 FTA를 지속 개선하였듯이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234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물론, 인도국적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joint committee)의 조기 개최가 필요함.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한ㆍ인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조건을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국내 은행지점 설치 양허기간 연장 및 시청각 공동제작 부수협정 체결

- 한ㆍ인도 CEPA에서 확보한 발효 후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필요함. 현재 3개 지점 개소 및 승인이 대기 중이며, 2013년까지 7개
지점의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한 부수협정 체결이 필요함. 국내
영화관람객 1억 명 돌파, 세계 6위의 인도 영화시장(티켓판매, 2011년 기준), 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해외진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양국 간 공동제작의 시너지는 매우 클 것임.

[그림 2] 한ㆍ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방향

자료: 저자 작성.

3)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진출 지원 강화
M&A 등 공격적인 투자진출 지원

-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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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M&A 등 공격적인 투자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주싱가포르 인도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 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같은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현지 지원체제 강화 및 중소기업 진출애로 적극 해소

-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자국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세무 및 노무 정책과 제도, 입지여건 악화를 가장 우려하
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 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우선 요청하고 있음.
- KOTRA, 중기청 등을 통하여 세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각종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 강화 등이 필요
하며,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 지원을 통해 진출기업 DB를 구축하고 투자진출 지원센터 및 대정
부 채널로 활용해야 할 것임.
인프라부문 진출지원 강화

-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인프라 확충부문에만 2011년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ㆍ인도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프라개발 참
여를 적극 요청함.

[그림 3]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진출 지원 방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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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등에 의한 대규모 ODA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위한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싱가포르 등과의 공동개발

- 인도의 타타, 릴라이언스 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포스코 등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개발 사례는 자국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으로 높이 평가할만함.
- 인도 내 공단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서의 참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인도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의 공동개발

- 개발 및 분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참여자 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물론 입주 예정 중소기업, 인도 주정부 및 주정부 산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외국기업과의 공단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구자라트, 마하라스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은
주정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현실적임.

[그림 4]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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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적인 자원난과 중동 사태로 자원개발 대안시장으로서 중남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안데스지역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대표적인 자
원개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매장량, 아홉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남미 대표적인
에너지 부국임.
◦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중남미 양대 OPEC 회원국인 에콰도르도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임.
◦ 볼리비아는 리튬(세계 1위), 안티몬(세계 3위), 창연(세계 3위), 주석(세계 4위), 텅스텐(세계 6위) 등 희
소금속을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3개국은 좌파 정부 등장 이후 급진적인 자원국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인식되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스페인,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원 선점을 위해 다각적이
며 적극적인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이 국가들의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을 인식해 다각도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지
진출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의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협력 전략 부재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3개국이 중남미 자원개발시장은 물론 세계 자원개발시장에서 차
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협력 전략 수립을 통한 진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ㆍ경
제적 리스크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
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개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기업
의 성공적인 현지 자원개발부문 진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
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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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개국이 갖는 중요성
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경제 및 정치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살펴보았음.

- 먼저 안데스 3국의 정치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안데스 3국은 모두 정치 리스크가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21세기 사회
주의 국가 건설의 목표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이해 집단의 반발 등에 부딪혀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이 정치ㆍ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됨.
◦ 특히 2012년 10월 대선을 치룬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정치 불안의 소재가 되고 있음.
◦ 최근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Tipnis 사태처럼 안데스 3개국에서는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주민
및 환경 단체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음.

- 안데스 3국의 경제환경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안데스 3국은 일차산품에 대한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가 모두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를 갖고 있음. 안데스 3국 모두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 정책으로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함.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일차산품 붐에 힘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로 안데스 3국의 경제기초여건은 비교
적 양호한 상황임.

-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3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자원부국이라는 점임. 먼저 3개국
중에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음.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볼리비아와 중남미 양대 OPEC 회원국인 에콰도르도
자원개발 협력대상국으로서 가치가 큼.
◦ 둘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성장세가 빠르다는 점도 이들 국가들이 가진
장점임.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안데스 3국은 평균 4%대의 안정
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셋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도 가치가 높음. 한국과 이들
국가의 분야별 발전 격차 및 대한(對韓) 협력 의지를 감안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의 여지가 큼.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음.

-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
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시몬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과 2차 사
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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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 기술, 플랜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됨
-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제4장에서는 안데스 자원부국에 진출한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진출
사례를 개발협력, 산업기술협력, 자원협력, 금융협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음.

- 먼저 스페인, 캐나다 및 브라질의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서는 다음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ODA 정책을 수립하고 수원국이 필요
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캐나다와 브라질의 사례처럼 한국도 수원국 스스로 자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정책연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와의 산업기술협력 사례를 통해서는 통신위성 개발 등 전략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중요함을 일깨움.
◦ 따라서 우리나라도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산업기술협력을 우선적인 협력 분
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와 미국 기업의 자원개발 사례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음.
◦ 먼저 인도 기업인 진달(JSB)의 볼리비아 진출 사례는 투자 결정 시 사전 타당성 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 다음으로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시장 진출 사례는 안데스 좌파 국가에서 CSR 활동이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시켜줌.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이들 3개국 시장 진출 시 CSR
활동을 필수적인 투자요소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서 발주되는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금융조달에서의 역할
이 매우 제한적임.
◦ 둘째, 자금조달 구조에서 안데스 3국은 비교적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음.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국가의 직접적인 투자비중이 높은 데 반해 에콰도르는 민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큼.
◦ 셋째, 안데스 3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 여부, 해외시장 진출 경험 및 기술수준 등을 제외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나 자금주선 능력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음.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
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음.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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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은 다음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와 안데스 3국과의 교역관계는 아직까지 미미하며 대한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특징을 보임.
◦ 둘째, 투자 측면에서도 안데스 3국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임. 투자 규모도 미미하고 투자 분야도
매우 제한적임. 특히 안데스 3개국이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분야에 대한 투자는 볼리비아를 제외
하고 전무함.
◦ 셋째, 열악한 투자환경에서도 건설플랜트 부문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은 최근 들어 활발한 편임. 그러
나 안데스 3국의 투자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임.
◦ 넷째, 안데스 3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된 볼리비아에 편중되어 있음.
2010년 이후 볼리비아, 에콰도르와 KSP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아직까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 기반도 아직까지 크게 미흡함. 이는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

- 안데스 3국에 대한 경제협력 환경의 SWOT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안데스 3국 경제협력 환경의 SWOT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볼리비아
-

에콰도르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풍부한 자원 보유
세계 최대 리튬 보유
- 중남미 양대 OPEC 회원국
높은 성장성과 거시경제적 안정 - 높은 성장성과 거시경제적 안정
비교적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베네수엘라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세계 최대 석유매장 보유국
- 비교적 양호한 거시경제지표

- 일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
- 높은 정치사회적 불안
-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로 투자환경
악화

- 일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
- 높은 정치리스크
-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로 투자환경 악화
- 가장 최근 외채 디폴트 선언에 따른
대외신인도 약화 => 해외자본 차입
차단

-

일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
높은 정치리스크
계속된 국유화정책으로 투자환경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
과도한 외환통제, 낮은 대외신용도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재

- 정부주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최근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 한국의 ODA 지원 확대 및 한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

-

-

정부주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MERCOSUR 정회원국 가입
최근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정부주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한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
한국과의 FTA 협상에 높은 관심

-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의 -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의 성장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침체 가능성
가능성
-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주 -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주 및
및 환경단체의 저항
환경단체의 저항
- 모랄레스 대통령의 3선 출마를 - 2013년 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위한 개헌시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치사회적 불안
불안 고조

-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 =>
국제유가 하락
- 국내 생산기반 취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가중
-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악화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
- 반미 노선으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
-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두 국가의
영향력 강화
- 민간부문의 투자 저조
-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간 국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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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함.

- 경제협력 확대방안은 크게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구분하
여 제안함.

1) 경제협력 방향
먼저,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의 주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되어야 함.

- 안데스 3국의 정치ㆍ경제 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은 정부간 협력이 중심이
되고 민간기업의 진출이 뒤를 따르는 ‘선(先) 정부간 협력, 후(後) 민간기업 진출’ 전략이 필요함.
둘째, 한국과 안데스 3국간의 경제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함.

- 헌법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고 주권과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안데스 좌파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에서도 대등한 관계를 중시함. 따라서 양자간 경제협력은 상호 윈윈(win-win)하는 동등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셋째, 협력의 범위 면에서 한국과 안데스 3국간의 경제협력은 포괄적 협력을 지향해야 함.

- 안데스 3국이 자원부국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자원협력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 전략은 현지국
의 거부감을 살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 부담이 큼.
넷째, 국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먼저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
한 전면적이며 포괄적 협력이 필요함.
- 둘째, 안데스 3국 중 중소득국이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가장 양호한 에콰도르는 폐쇄적
인 좌파 블록(ALBA)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안데스 3국 중 저소득국이며 자원개발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볼리
비아와는 개발협력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협력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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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최근 우리기업들이 안데스 3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현지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리스
크를 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시기가 되었음.

-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현지 활동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경제협력 확대방안
(1)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
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됨.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 △한ㆍ볼리비아 자원협력위회 구축, △양자간 경제공동위원회나 고위정책협의회 가동, △안데스
3국 국영기업들과의 신속한 MOU 체결, △ALBA와의 협력 채널 구축 등 양자간 협력위원회 설
치 확대가 필요함.
- 좌파 블록인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공략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 협상에 우호적인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 먼저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산업협력 채널로 양자간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ODA 및 KSP 사업 등을 통한 산업화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KSP 사업 추진 시 현지 사정에 정통하며 풍부한 개발 컨설팅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IDB, 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등과도 공
동으로 정책자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산업기술협력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협력기금 조성사업은
베네수엘라 등과 양자간 기금 조성, 안데스개발공사(CAF) 내에 기술협력기금 설치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안데스 3국에서 리스크 발발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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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최선의 방안은 분쟁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별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구축해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 현지 사정에 가장 정통한 CAF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무기로 안데스지역에서 대표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부상했음. CAF는 중남미 지역개발은행 중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추진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개발은행임.
- CAF와의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작지만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CAF를 우리기업에 알리고
협력 여건을 조성해가는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협력 여건 구축을 바탕으로 기술협력기금 출연, 정회원국 가입 등을 통해 CAF
와의 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음.

삼각협력 모델 개발

- 안데스 3국과의 삼각협력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먼저 안데스 3국 중 소득수준
이 가장 높고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임.
◦ 즉 베네수엘라가 중남미지역 내, 특히 ALBA 회원국 내에서 갖고 있는 강력한 정치ㆍ경제적 리더십을
지렛대로 이용해 협력하는 방식임.

- 둘째, 중남미 국가 중에서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경우임. 이 중 대표적인 후보국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쿠바 등을 들 수 있음.
- 셋째, 안데스지역 개발은행인 CAF와 협력하에 안데스 3국을 지원하는 경우임. 대표적으로 기술협
력기금 출연을 들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음.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안데스 3국내에서 우리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해 이를 전담할 ‘한국문화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IDB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에콰도르 정부와 합작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에콰도
르 빈곤지역 청소년 대상 관현악단 교육사업’을 볼리비아 등으로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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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
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
언됨.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 안데스 3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외교부 등 정부 부처, 현지 대사관 등 공식적
인 정부채널을 거쳐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자원협력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협력
기회 발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기업들이
안데스 3국 시장 진출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고려해야 할 요소임.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 강화

- 안데스 3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게 CSR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 따라서 진출 초기
부터 CSR 활동을 투자 진출의 한 요소로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CSR 사업 추진 시, 진출 기업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KOICA, 수출입은행 등 정부기관,
CAF, IDB 등 중남미지역개발은행 등과 협력하에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거점화(Hub&Spoke) 전략

-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이념적 유사성이 높은 안데스 3국의 특성을 살려 진출 초기부터
거점화(Hub&Spoke) 전략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안데스 좌파 국가 내에서 평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젝트 완공 이후 AS 등 사후관
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 안데스 금융조달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협력 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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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동기금 같은 협력기금 설립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중국ㆍ일본의 기업 및 은행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함.
◦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지역개발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넷째, ECA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다섯째, 국제기구나 환경기금을 관리하는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도 적극 모색해 볼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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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초 중동 시민들은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의 심화, 세계 최고수준
의 인구 증가율과 학력 증가율로 인한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반발하여 반정부시위를
벌임.

-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독재정권이 축출되었으며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
가 1년이 넘게 지속
- 바레인에서는 종파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종파간
의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 발발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한 중동지역 경제협력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기존 대중동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
의 목적

- 교역과 투자 환경은 정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신)정부가 내놓는
특정 방향의 대내ㆍ외 경제정책으로 인해 변화함.
- 또한 중동지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ㆍ일본ㆍ중국ㆍ프랑스 등의 최근 정세 변화
에 대한 대응이 우리의 경제협력환경에 영향을 끼침
특히 △ 2011년 정치 변동 정도 △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의 심각성(사회불안정도) △ 우리나라와
의 교역 규모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 등을 선정하여 사례연구 수행

- 정치변동 정도가 크거나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의 정도가 큰 국가는 협력 환경의 변화 가능성
이 높아 우리가 주목할 근거가 되며, 그중에서도 우리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한 국가를 선정하
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
- 빈곤, 실업, 독재, 부패 등 아랍의 봄의 배경은 유사하였지만 전개 양상은 국별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가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중동지역 정치 변동의 경제협력환경
에 대한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우리나라와 대상국가와의 지난 10년간 교역 통계를 바탕으로 상품보완도 분석을 통해 유망
교역 품목을 선정하고 각국의 경제개발 계획과 현재 수요를 바탕으로 유망 투자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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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대중동 협력환경
아랍의 봄을 계기로 정치화된 국민과 다양한 정치 세력 및 신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불안한 정세
가 지속됨.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 각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공공부문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국인 근로자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중임.

- 정치 변동을 겪었다고 해서 각국의 경제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산업다각화, 민간부문 개발,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등 정부 주도 경제개발
전략의 큰 틀은 여전히 유효함.
- 의료ㆍ보건, 교육, 공공교통 등 공공재이면서 그 변화가 쉽게 체감 가능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급증하는 등 정치변동을 겪은 각국의 현 정부는 자국민의 민생 안정에 직결된 지출을 늘려
존재의 당위성을 증명하려고 함.
각종 민생안정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2011년 민주화 혁명 발발 이후 2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현재 그
범위와 강도는 다르지만 실업, 부패, 물가 등 불안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음.

- 중동 지역의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다각화와 민간
부문 활성화 정책은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미미함.
과거 다른 지역의 민주화과정에서 보았듯이 정치 변동 이후 정부의 적극적 부패 척결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인 부패 수준은 개선될 것이나 부족주의에 기반한 뿌리 깊은 정실자본주의는 일반 시민들의 분
노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와 리비아의 예에서 보았듯이, 정권은 바뀌었을 수 있으나 이들 국가를 떠받히고 있던 경제
구조와 주요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롭게 부상한 정치 권력층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경험
이 전무하다시피 해 기존 경제 권력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지역 전반의 지역주의 강화현상이 보임.

- 아랍의 봄 발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걸프 왕정국가들은 역내 정세 안정을 위해
비산유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Gulf Union의 창립에 대해 논하기 시작함.
- 물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학일 가능성도 있으나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과거보다 GCC의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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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강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주변국 역시 하나의 단위로써의 GCC를 단순한 외교
적 편의가 아닌 협력 필요 대상으로서 인식하게 되었음.
◦ 2011년 7월 중국은 GCC와 “중국과 GCC 국가간 경제ㆍ무역ㆍ투자ㆍ기술협력 틀에 관한 협정”을 체결
◦ 2012년 1월 일본은 일-GCC 전략대화각서에 서명하여 각료급 연례회의를 통해 정치ㆍ외교ㆍ경제(무역,
투자, FTA)ㆍ에너지ㆍ문화ㆍ교육ㆍ과학연구ㆍ보건ㆍ환경 등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합의
◦ 2012년 3월 미국은 GCC와 장관급의 미-GCC 안보협력 포럼을 신설

북아프리카 공화정 국가들도 정권이 바뀌면서 유럽, 중국, 미국 등 과거의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어 문화와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인접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임.

- 최근 리비아가 튀니지에 처음으로 증여한 2억 달러의 원조는 이러한 현상의 일면을 보여줌.

2) 사우디 협력 환경
아랍의 봄 진행 초 사우디아라비아는 권력 독점 및 이양 문제, 시아 세력과 여성에 대한 억압, 높은
청년층 실업률과 주택난 등, 내재되었던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불안요소로 인해 정치변동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었으나, 사우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시위 진압을 통해 시위의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함.

2011년을 기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교육, 보건ㆍ의료 등, 공공 서비스와 전력ㆍ도로ㆍ주택ㆍ공
공교통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기회가 급증

- 역내 민주화의 영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GDP의 19%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공부문 임금인상, 고용확대, 실업수당지원, 주택제공
등에 지출할 것을 발표
-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다각화, 인력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약속
- 2012년에는 전해보다 19% 증가한 정부지출 계획안을 발표, 국방 및 치안 부문, 교육훈련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세움.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프로젝트 수주 등의 비즈니스 기회는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는 아직 불확실함.

- 일례로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화정책인 니타카트(Nitaqat)제도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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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의 최저임금까지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고용 비용의 증가는 고스란
히 활동 기업이 떠안게 됨.
- 한편, 부패의 개선과 행정 절차의 투명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스폰서십 제도의 폐지 혹은 대체
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원유 수급 안정화와 역내의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긴밀하
게 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중동 민주화 혁명 이후 미국은 중동 안보협력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확대
하는 중임.
- 일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일본ㆍ사우디아라비아 산업협력 프레임워크’와 ‘ODA 졸업
국과의 유상 기술협력’의 체계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협력 외교의 기반을 공고화하는 중
-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내정불간섭원칙을 지키며 에너지부문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관
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 교역, 투
자, 인프라, 과학기술, 금융, 안보, 법집행 등 전 분야를 포괄하여 협력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3) 리비아 협력 환경
2011년 카다피 축출 후 리비아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게 새로운 중앙 정부가 구성되는 중이나 지방
소도시에 대한 군ㆍ경찰의 장악력이 약해 소규모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리비아 중앙 정부와 각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미흡함.
- 2013년 의회 및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치루어지고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내전으로 중지되었
던 각종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경제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해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임.
한편, 리비아 정부는 현재 원유 수출 재개와 동결 해제된 해외자산을 기반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
전후 재건 및 사회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해 공공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장기
적으로는 리비아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석유 생산의 안정화와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재건 및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리비아 정부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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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허용 범위와 지분을 확대하였고 신용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
티브를 전폭적으로 늘리고 있음.
리비아 정권 교체는 리비아와 주요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 과거 우리나라, 터키와 리비아 건설시장을 삼분하고 있던 중국의 리비아 내 입지가 현저히 약화되
었음.
- 카다피 시절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은 리비아와의 관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임.
- 서방에 대한 리비아 내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인해 서방국가들이 신정부와 단기간 내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임.
◦ 미국은 양자적 접근보다는 국제 공조체제 범위 내에서 對리비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한편 프랑스는 예외로, 내전 당시 과도정부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외교로 현재 리비아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4) 이집트 협력 환경
2012년 12월 현재 이집트의 정세는 여전히 가변적으로 현재 신정부는 극심한 재정 적자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
에 놓여 있음.

-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역시 여전히 상승 추세이며 고실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고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등, 경제적 불안요인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신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도 존재하여, 2012년 11월, 무르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후 이집트 전역으로 대규모 시위가 급
속히 확산된 바 있음.
이집트 신정부의 경제개발 방향은 무바라크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앞으로도 농업, 제조업, 석유ㆍ천
연가스, 전력, 교통ㆍ인프라, ICT, 관광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회가 다양화될 전망임.

- 특히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카이로 인근뿐만 아니라 이집트 남부와 북부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어 해외투자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단, 무바라크 정권과는 달리 무슬림형제단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프라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완료 후에도 정부가 직접 관리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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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 사업 관련 행정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특별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조세, 금융 지원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음.

- 현재 집권당인 무슬림형제단이 기본적으로 이슬람원리에 기반을 둔 정당이기는 하나 지금으로서
는 경제발전이 제1의 당면과제인 만큼, 샤리아법 적용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
한편,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적 상황과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특성상 우리 기업의 현지 기업 활동비용은 일정 부문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예고된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과 진출 기업의 이집트산 재화ㆍ서비스 사용 강제화 정책은 우
리 기업 진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주요국 정부는 개발협력에 초점을 둔 대이집트협력을 추진 중이며 현재로써는 신정부의 성향과 현지
여건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민간부문에서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구성, 인재육
성 및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을 진행 중
- 중국은 새로운 정권에서 기존의 경제관계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 차관을 늘리고 기술협력을 강화
-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민주화 및 시민사회 건설에 대한 지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시행 중임.
- 미국은 무바라크 퇴진 이후 과거 독보적이었던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이 확연히 축소되었지만 양
국 모두 서로가 정치ㆍ경제적으로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관계가 적대
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미국의 대(對)이집트 군사지원과 개발원조 역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1) 협력의 다원화
기존 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 정부 중심의 중동 협력기반을 민간으로 확대해나가면서 협력을
다원화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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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치 변동으로 인해 각국의 기득권층 내부에 균열이 생겼으며 기존의 집중된 의사결정구조
가 흔들리게 되었고 앞으로 2~3년간은 내부 정치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은 대상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늘려야 할 때임.
◦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는 실제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권의 대중동 전략으로, 과거 정부
간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이들 경제권의 대중동 협력 정책 기조가 이제는 해당 국가의 인권 및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지원 및 협력의 형태로 변모하는 중임.

같은 맥락에서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는 양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각 개체가 원활히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부는 오히려 지원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2)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주요 협정
국가 간 협력에 영향을 주는 투자, 교역, 비자 제도 등의 재정비가 필요

- 투자보장이 체결된 중동 국가는 현재 15개국,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중동 국가는 현재 15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13개국, 무비자협정은 6개국에 불과
- 현재 EU가 중동국과 고려 중인 비자발급간소화(visa facilitation) 협정 및 재입국협정(readmission
agreement) 등에 대한 검토 필요
② 한ㆍ GCC FTA
GCC와 FTA 체결 재추진

-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현재 GCC 국가의 공동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EU와 유사한 Gulf Union에 대한 언급이 있는 등 경제공동체 도입에 대한 여론 형성
- GCC 국가들이 만약 경제 공동체로 더욱 긴밀해진다면, 계류 중인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FTA 또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11년 이후 중국과 일본 등은 GCC와 FTA 재추진에 대한 의지 확인

- 현재 한ㆍGCC FTA는 제3차 협상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GCC 측이 주요 경제권과의 FTA
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일 경우 경제협력 강화 및 현지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우리 역시
GCC와 FTA 체결을 촉진해야 할 것임.
- GCC와의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물품에 있어 현지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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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협력 강화
우리나라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원으로 중동국에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은 경제개발 컨설팅, 분야별
마스터플랜 수립, 소규모 유학생 지원, 공무원 연수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 프로그램 등임.

- 현재 진행 중인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대상의 KSP 사업의 예처럼 경제개발 컨설팅은 정치
변동을 겪으며 새로운 행정체계를 세우는 과정에 있거나 실효성 있는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현지 수요와 부합함.
한편, 지금까지는 KSP 사업을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었다면 분야별 구체적 액션플랜 수립을 원활히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연구와 행정 체계의 정비
가 필요한 시점
역내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정세 안정을 위해 산유국의 비산유국 원조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산유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산유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 자금력이 풍부한 산유국과 우리나라가 공동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비산
유국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공여국과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

(4) 정보의 축적 및 공유
아랍의 봄 당시 급박하게 변화하는 중동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향후 전개 상황을 예측하는 우리 연구
인력의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며 중동 기초연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

- 특히 최근 이슬람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정부가 늘어나고 있어 이슬람 금융과 할랄 등 이슬람 경제
연구에 대한 수요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변동 이후 새롭게 입안되는 노무정책과 투자
제도 등에 대한 공유 역시 필요한 때임.
중동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기초 연구와 현지의 최신 정보를 축적ㆍ공유할 수 있는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간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중동 지역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구기관의 수를 늘리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2) 대사우디아라비아 경제협력 확대방안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산업 발전의 기반인 인프라 건설 및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각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국내외 정세 안정에 필요한 방산산업 등에 대한 협력
수요가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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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대사우디 시장 진출은 상품과 서비스 등의 소비
지출과 인프라 건설 등의 자본 형성에 관련된 부문에 초점을 두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와 특히 보완성이 높은 품목은 소비재인 전기전자제품, 의료용품, 식음료품, 알루미늄 제품,
귀금속품 등으로 이들 상품에 대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투자에 있어서는 사우디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전력,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공교통, 의
료ㆍ보건ㆍ미용, 방산 산업, 석유 부문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유망
- 더불어 최근 사우디정부가 모기지론을 허용하면서 부동산업이 붐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도 늘어날 예정
- 또한 현지 주식시장인 타다울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가 준비 중인 만큼 금융업
관련 기회도 앞으로 포착될 것으로 판단
위 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는 에너지ㆍ건설 부문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인적자원
개발 등,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최대 원유 도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에너지 교섭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중국의
예와 같이 양국의 외교관계를 격상하고 일ㆍ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협력 태스크포스 사례처럼 양
국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개발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ODA 졸업국과의 유상 기술협
력’이라는 새로운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한 것과 같이 우리도 ODA 지원 대상국이 아니지만 전략적
으로 중요한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음.

3) 대리비아 경제협력 확대방안
격렬한 내전을 겪은 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비아 내에서는 의약품, 의류,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 소비재에 대한 수입 수요가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건설에 관련된 기자재의 수입 및 외국인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임.

- 또한, 장기간의 독재정권 축출 이후 민주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신정부 구성과 관련한 제도 협력
과 경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수요가 있음.
교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리비아 주력 수출상품인 승용차, 건설 중장비, 가열 난방기, 화물자동
차, 철강제품 등 건설관련 품목의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할 때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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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주력 수출상품은 아니지만 섬유제품, 금속제품, 의료용품, 식료품 등도 보완도가 높아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와 현지 생산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함.
투자 분야에서는 석유개발 및 플랜트, 송유시설, 철도, 주택, 항만, 공항,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개발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과거 우리 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부진했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리비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관광개발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
현재로서는 리비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

- 산유국인 리비아는 우리의 개발협력 대상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일반 ODA 차원의 지원은
불가하며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현지 내전 당시 가장 타격을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가 ‘ODA 졸업국과의 유상 기술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체계안에서 원조 대상국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개발협력을 지속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유사한 틀을 구축하여 리비아를 지
원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국제사회가 리비아의 재건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뢰구축을 통한 투자 기회 확
보를 위해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사회 공헌이 요구 됨.

4) 대이집트 경제협력 확대방안
이집트는 인구가 젊고 많으며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향후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의 잠재성이 큰 국가임.
이집트 정부의 경제 전략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대이집트 협력 확대의 방향을 기존의 건설이나 에너지
개발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확대될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투자 및 교역구조의 확립이 필요
- 보고서의 상호 상품보완도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완성이 높은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
품 등 현행 주력 수출품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섬유제품, 금속제품, 식료품 등 유망 수출품에
대한 현지 생산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259

한편, 교역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의 아프리카 지점을 이집트에 설립하여 이집트뿐만 아니라 향후 아프리
카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원활히 해야 할 것임.
- 신정부가 들어선 지금, 양국 정부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야 할 때임.
2011년 1월 제1차 한ㆍ이집트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한ㆍ이집트 FTA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므로 추진 고려 필요

- 한ㆍ이집트 FTA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한ㆍ이집트 FTA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연구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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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프리카는 최근 정치ㆍ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신흥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결부되면서
21세기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

- 분쟁 감소,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000년대 들어 5~6%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며, GDP
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1990년 3천억 달러 → 2010년 1조 달러)
- 지난 10년간(2001~10)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한 10개국에 아프리카 6개국이 포함
되었고, 2011~15년에는 7개국으로 늘어날 전망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각국은 극히 낙후되어 있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발전설비 등 제반 인프라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 붐이 조성

-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축적한 오일머니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랜트 건설수요도 빠른 속도로 증가
이에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는 아프리카의 이러한 새로운 시장기회에 주목

- 최근(2010. 1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건설업체(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신시장으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의 현황과 특성을 기회 및 위험요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세계 주요국의 진출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 다음 우리의 진출확대 방안을 모색

2. 조사 및 분석 결과
아프리카의 건설시장 규모는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영세하지만, 정치적 안정, 높은 경제성장, 자원개발
붐,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 등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건설 붐이 조성

-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건설부문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앙골라, 수단, 알제리, 콩고(DRC) 등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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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짐.
-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투자 계획을 보면 교통 및 전력 인프
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특히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축적한 오일머니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나서
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랜트 건설수요도 증가일로에 있음.
자원개발 붐에 따른 인프라 건설수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20년경에는 외국자본이 대거 몰리면서 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생산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
이라는 전망이 제기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0~35년간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시장
규모가 2.1조 달러(연간 83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
아프리카에 가장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원조 공세를 앞세우며 인프라
건설시장을 사실상 석권

-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 왔으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음.
-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매출액은 2002~11년간 21배나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
유율이 40%에 달함.
과거 식민종주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밀접한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
리카 건설시장에 높은 지배력을 유지

- 프랑스 건설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액(2011년)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지만,
이는 유럽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
- 프랑스 건설기업들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주
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비전통적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시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함께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 공략이 거세지면서 시장점유율이 2000년대 초반의 15%대에서 2011년에는 5%대로
대폭 축소

-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현재 미국은
비교우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영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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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나, 2008년 이후 아프리카 진출 기업
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화

-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에 대한 돌파구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해 나감
에 따라,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시장 수주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2011년에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42.6억 달러 기록)
아프리카는 자국 건설업체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상당부분을 해외 건설업체에 의존

- 2010년 기준 세계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16%로 중남미(9%)와 북미지역
(12%)을 능가(이는 해외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진출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
아프리카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많은 리스크가 상존

- 정치적 위험 외에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정책의 일관성 결여, 신뢰 부족 등 여러 종류의
사업 리스크가 프로젝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게다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
이하지 않음.

3. 정책 제언
1) 해외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인프라 개발자금을 자체적으
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음.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위험이 높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financing)도 용이하지 않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적극 나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관
(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들과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자금협력을 통해 우
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 국내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아프리카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에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을 협조융자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

264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가는 노력이 필요
◦ 이 해외 금융기관들은 아프리카 개발사업에 대한 풍부한 정보력과 지원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Ambatovy) 니켈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진국 ECA
들과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수주를 지원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

- 국내 건설기업은 자원개발 업체와 동반 진출을 통해 발전소 건설, 제련시설 부지 조성, 하역ㆍ운
송시설 및 저장시설 건설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건설사업을 수주
-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국가신용등급이 OECD 기준 7등급으로 투자 부적격 국가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개발금융기관들과의 공동 참여를 통해 금융 지원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분담

2)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진출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건설 수주를 독차지
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유럽의 구 식민종주국 기업들은 오랜 진출 역사를 바탕으로 높은 시장 지배력
을 유지

이러한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의 독자적인 진출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기반과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방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

-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진출은 정보력, 자본력, 사업경험 등에서 열세에 있는 우리 기업의 약점
을 보완하고 진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
- 아프리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기업들과 동반진출을 하게 되면 사업 변경 또는 취소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 국가의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음.
오일 메이저들과의 협력 진출도 적극 모색

- 이들 기업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석유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 국영기업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
- 따라서 석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의 협력
을 통해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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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에서 석유ㆍ가스 생산플랜트 건설공사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국
적 오일메이저(Shell)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
광물 메이저들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방안도 고려

- 아프리카에는 남아공, 영국 등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광산업체들이 진출하여 이 지역의 자원개발
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 관련 인프라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
- Anglo Platinum, De Beers 등 남아공의 세계적인 광산업체들은 아프리카 전역에 진출해 있는데,
건설기업들과 수직적 협력 형태로 동반 진출
중국과의 협력진출도 모색

-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중ㆍ단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
- 예컨대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계와 기술, 자금
과 시공을 담당하고, 우리 기업이 도급을 맡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중국 기업을 하청업체로 활용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도 고려

- 아프리카 산유국에는 다수의 오일 메이저들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석유개발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처
- 따라서 석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의 협력
을 통해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3) MDB 차관사업 수주
지난 12년간(200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차관지원 규모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남미 다음으로 가
장 많은 1,600억 달러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차관의 21%에 해당하는 금액

- 건수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남아시아의 3배 가까이에 달하는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세계은행은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교통,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발자금을 지원

- 이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차관 지원액 비중이 22.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의 전력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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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는 글로벌 ODA 시장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제사회는 MDG 달성을 위해 2015년까지 원조 공여국의 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0.7%
까지 확대할 것을 천명한 만큼, 이는 세계은행의 차관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차관은 세계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
는 인프라 개발로 전기ㆍ식수ㆍ위생ㆍ교통ㆍ통신 부문에 많은 재원을 할애

아프리카에서 MDB 차관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매우 저조

- 그동안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차관사업 중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실적은 단지 1건에 그쳤으며,
AfDB 차관사업도 6건(1.37억 달러)에 불과
MDB 조달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기업의 과거실적이
크게 부족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하지만 MDB 사업은 일단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실적을 축적하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MDB 사업은 리베이트 등 부패문제와 높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
부각
- 이외에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 환(foreign exchange)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이
MDB 발주사업의 장점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DB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이고도 체계적
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과 MDB 근무 경험자들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MDB 전문가 풀’을 조직하여 운영할 필요
MDB 발주 인프라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격 및 정책, 업무절차, 프로젝
트 사이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준비단계
(preparation)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가 선행될 필요

- 사업 준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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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와 설비, 장비 등 물품조
달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사안

- MDB 사업은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MDB와 수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입찰정보는 ‘낡은 정보’로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
-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분석
하여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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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정치ㆍ군사 측면에서 권력구도 변화가 일어났고, 북한이 선군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전환하면서 경제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이러
한 경제 분야의 조치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는 2012년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의 등장 및 북한당국의 경제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시장에 대한 연구임. 특히 2002년‘7.1 경제관리개선’조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시
장화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경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체
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음.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는 시장화 확산 자체가 북한 당국의 통제력 약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평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북한과의 합리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시장화 정도, 북한경제체
제의 변화 및 전망 등을 파악하고,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북한의 시장경제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먼저 북한의 시장화 관련 정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945년 북한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시장화 관련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았음.

- 북한의 시장은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묵인과 적극적 억압정책이 반복되면서 성장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부족한 재화를 구매하고,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생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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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경제의 붕괴로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계획분야에서 이탈하여 시장에서의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북한 당국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가격자유화와 소유권제도의 개혁을 병행하지
않는 한 북한 시장의 암시장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 더욱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은 계획경제분야 유휴노동력의 암시장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탈사회주의로 이어져 북한경제의 탈사회주의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경제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북한의 비공식 경
제활동 또는 시장의 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16세 이상 북한 인구 가운데 약 83%는 텃밭 경영을 비롯하여 축산, 가금과 같은 여타의
식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구경제활동에 참여함.
◦ 이러한 가구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의 경우, 그리고 농촌의 경우 더욱 높은 경향이 있음.
◦ 지역별로는 함경도를 위시한 동북지역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9세의 연령대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함.

[표 1] 16세 이상 북한 주민의 가구경제활동 참여율
총인구(A)

전체

도시

농촌

(단위: 명, %)

가구경제활동 참여 인구(B)

(B)/(A)

남성

8,001,786

6,285,430

78.55

여성

9,364,983

8,193,138

87.49

합계

17,366,769

14,478,568

83.37

남성

4,939,085

3,725,953

75.44

여성

5,747,438

4,791,884

83.37

합계

10,686,523

8,517,837

79.71

남성

3,062,701

2,559,477

83.57

여성

3,617,545

3,401,254

94.02

합계

6,680,246

5,960,731

89.23

주: 관련 센서스 설문문항은 ‘센서스 실시 이전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가구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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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별 가구경제활동 참가율 편차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그림 2] 연령별 가구경제활동 참가율

- 둘째, 이러한 가구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율과 사실상 등가이거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008년 현재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16세 이상 인구의 약 83%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이러한 가구경제활동 참가율은 주로 소득과 시장관련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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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들은 모두 지역별, 성별, 도시/농촌별 가구경제활동 참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이렇게 보면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가구경제활동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또는 시장을 대표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제활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1989년, 즉 대부분의 구소련, 동유럽 사회주의의 체제이행 직전 연도의 GDP 대비 비
공식 경제비중을 추정하고, 비공식경제규모가 체제이행기의 여러 변수, 보다 구체적으로 체제이행속
도, 기업 형성, 부패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음.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비공식경제 비중은 체제이행속도에 비선형적인 ‘U’자형 영향을 줌.
◦ 즉 체제이행 초기에는 비공식경제와 체제이행속도는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양의
관계가 음의 관계로 변함.
◦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경제 규모가 작은 경우, 공식적인 제도와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높고 부패
수준이 낮으며 그 결과 체제이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지적함.
◦ 반면 비공식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비공식경제에서 이익을 향유한 가계나 기업이 자본
주의로 향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여 체제이행의 진전도가 높아질 수 있음.

- 본 연구는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경제 비중은 체제이행 초기의 기업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음.
◦ GDP 대비 사적부문의 비중과 소규모사유화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경제
비중은 전자의 지표를 이용한 경우 1990~1991년, 후자는 1990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경제를 사기업부문의 확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체제이
행 초기에 ‘기회의 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함.
- 비공식경제가 이 시기에 공식 사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면 체제이행
의 성과는 현저히 개선될 것이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비공식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이는 정부
재정수입뿐만 아니라 제도와 사회규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지난 20년간 경제개혁 성과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 국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음.

- 27개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초기조건을 근거로 한 판별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 판별점수를 결정하
는 Fisher의 선형 판별함수를 도출한 후, 이 판별함수에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수 값을 대입한
결과 개혁성과가 미흡 그룹으로 분류되었음.
- 북한과 같이 개혁성과가 미흡한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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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키스탄, 몰도바,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나라들임.
◦ 이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서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했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느린 국가들임.
◦ 이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은 구정권이 유지되었거나, 지배 권력이 바뀌었어도 독재정권을 유지
하며 구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시장으로의 개혁을 매우 느리게 진행시켰던 국가들임.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절대권력의 특성상 개혁을 과감하게 실행하기 어려
운 상황에 있음.
◦ 이러한 정치적 특성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치체제
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매우 더딘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형 개혁이 될 가능
성이 높음.

-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정치경제적 초기조건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북한의 초기조건으로 인해
북한은 경제개혁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됨.
- 20년 이후에도 북한경제가 현재와 같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후진국형
경제체제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남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체제의 시장화를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그룹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 그룹은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성
공적 개혁을 위한 지원그룹 역할을 해야 함.
-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대북 지원그룹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북정책으로 구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함.

3. 정책 제언
1)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북한당국의 과제
경제개혁 선언: 비공식경제의 공식화

- 시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는 불법적 거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불법적 거래는
시장에 기생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사회의 부패를 초래함.
- 북한 당국은 비공식경제 분야를 공식경제 분야로 흡수하여 시장을 공식화해야 하며, 동시에 현재
의 강력한 중앙 행정력을 기초로 부패구조를 타파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이를 통해서, 북한은 부패와 비공식경제 사이에 서로 강력히 연계되는 구조를 풀 수 있고, 비공식
경제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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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제도의 개혁 및 소규모 사유화 추진

- 북한의 비공식적 시장을 공식화하는 조치로 중국이 개혁 초기에 추진했던 시장사회주의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적 소유권의 인정과 확대가 선행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시장에서의 거래가
의미가 있고, 이를 근거로 시장의 순기능을 확대할 수 있음.
- 시장을 공식화하고 시장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권에 대한 인정과 그 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소유권의 인정 및 확대와 관련해서 북한당국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부문의 개혁임.
개혁 초기 부문별 급진 개혁

- 급진적 정책을 취한다고 반드시 성공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급진적 개혁이 필요
한 부분들이 있음.
- 이는 시장의 신뢰와 외부투자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일부 급진적 개혁은 사회주
의를 종식시키고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한다는 공식 선언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개혁과정에서 급진적 개혁은 필수적임.
◦ 특히 앞서 언급한 비공식경제가 초래하는 개혁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개혁과정에
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제특구를 활용한 시장제도의 확대

-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급진적 개방은 북한의 현 체제 특성상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의 개혁은 전 지역의 급진적 개방보다는 개성, 평양, 남포, 신의주, 금강산, 황금평,
나선특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완전한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륙은 이 경제특구들과의 연계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함.
- 특구와 특구 이외 지역의 이원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개혁 전략은 급진적인 경제개혁보다 단기적
경제개혁으로 인한 비용을 중장기적으로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음.

2)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한ㆍ미ㆍ일ㆍ중ㆍ러 5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북한경제의 시장화 지원

- 북한의 시장화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임.
- 북한의 시장화 지원은 한ㆍ미ㆍ일ㆍ중ㆍ러 5자 협의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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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틀로 이끌어내야 함.
-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동북아 국가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공감할 수 있는 구상을 우리가 제안하
고 이끌어나가며 5자간 경제협력 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5자협의체 가입을 통한 시장화 지원

- 5자협의체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참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의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동 협의체가 북한을 회원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이 협력의 틀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 이 여건이란 최소한 북한 당국이 시장화로의 이행이 체제붕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을 선언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앞서 언급한 5자협의체에서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을 포함한 6자협의체의 협력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5자가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북한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관 협력사업,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러시아 연해주 개발계획 등 다자간 협력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양자간 사업으로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간 국경지역 협력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보완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시장화뿐만 아니라
교류를 통한 접촉,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U자형 성장을 위한 경제관리 교육지원 및 정책 매뉴얼 마련

- 북한의 경우 시장화를 통한 체제전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
요하고 동시에 북한 경제관료의 시장교육이 중요함.
- 시장경제 전환과정에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통해서 북한경제가 현재의 긴 침체기를
지나 U자형으로 급격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제기구가 북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가 북한 유학생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북한에 필요한 정책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국제기구의 대북 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지원

- 국제기구의 북한 내 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을 알리고 외부세계를 알리는 가장 유효한 방법
이며, 이러한 국제기구의 북한 내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다면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제기구의 활동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있지만 언어교육, 기업경영분야 연수, 학술문화 교류
등을 통한 교육도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이러한 교육은 북한의 시장화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변
화를 유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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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중 경협을 활용한 북한의 시장화 촉진

- 북한은 경제ㆍ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북핵 및 안보 문제 등의 이유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이 현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배울 수 있는 상대는 중국임.
◦ 남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협력 범위가 개성공단에 한정되어 있고, 북한 당국의 남한 정부에 대한
경계로 인해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한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북ㆍ중 경제협력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북ㆍ중 간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협력은 북한의 시장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규모의 자본이 동반되는 정부 차원의 협력은 시장화보다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목하에
체제공고화에 오히려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북ㆍ중 간 민간교역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북ㆍ중 간의 비공식적 교역이 이미 공식적 교역을 넘어서는데, 이런 상황이라
면 북한의 시장화는 공식적 교역보다는 북ㆍ중 간 국경무역이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를 활용하여, 북ㆍ중 간 민간교역을 통해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내 NGO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

- 국제기구의 북한주민에 대한 접촉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북한 관료의 경제교육, 학생이나 교수
요원들과의 학술교류, 기업경영인들에 대한 기술교육에 집중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NGO는 언
어장벽이 없는 측면에서 북한 개별주민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간접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주민들과의 직접 접촉 및 이를 통한 지원은 북한의 시장화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
남북한 교역 확대를 통한 북한 시장화 지원

- 북한의 비공식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역 확대가 필수적임.
- 개성공단과 같은 직접투자 형태는 북한 노동력에 대한 기술전수와 노동자들에 대한 시장경제 의
식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
- 개성공단이 북한의 비경제분야의 확대에 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과 북한 내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 우리정부는 북ㆍ중 간의 민간 교역과 같은 남북 간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주민 접촉문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 일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방북승인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전면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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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활성화

- 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에 개최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합의사업
이행을 위해 2007년 12월 개최된 바 있음.
- 동 기구는 향후 남북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력체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장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특히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정부 차원 대북사업의 경우 법,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자의 권리 등
이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함.
-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전체적 제도를 구상한다는 측면에서 이 협의체가 북한의 시장화를 견인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남북 간 합의된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기구이지만, 북한의 필
요에 의해 남한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의 협력 목적과 명분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우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의 대북정책을 큰 틀에서 구상하고,
동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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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980년대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의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과도한 금융혁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
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금융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기관이 시스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위기를 불러오는 데 일조함.
심화된 시각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이 글로벌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
는 평가도 있음.

- 지난 30여 년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국제무역에서 비중을
높였으나,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도 경상수지 적자가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였음.
- 더구나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그로 인한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등 사회
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과거 경제패러다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가를 검토함.

- 미국이 과거와는 다른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함.
- 특히 제조업 육성, 통상정책, 금융규제 개혁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 의미를 점검하고, 향후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우리 경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도 고찰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제조업 육성정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 및 서비스업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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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는 규제 혹은 통제되지 않는 금융부문의 과도한 성장은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의존한 성장으로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
을 상기함.
-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부활이나 기타 수출제조업의 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으며, 이는 금융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미국경제를 다시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함.
미국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미국 제조업의 불가피한 쇠퇴라는 기존의 인
식과는 큰 차이가 있음.

- 미국 제조업은 생산성은 높지만 GDP나 고용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생산성이 낮거나 열위에 있는 업종의 퇴출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고 이 과정에서 생존에 성공한 업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
- 이것은 한편으로는 제조업이 반드시 사양산업일 필요는 없으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함.
세일가스 생산 확대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 신흥국들의 인건비 상승, 고유가로 인한 대형 제품들의
운송비 상승, 달러가치 하락, 미국 정부의 유턴지원 정책 등은 미국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요소임.

- 셰일가스부문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는 에너지가격이 바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직결
되어 있으며, 천연가스가격의 하락은 화학산업이나 에너지다소비형 업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크
게 도움이 됨을 시사함.
- 1990년 이후 18년간 미국의 제조업 임금은 17배 증가한 반면, 중국의 임금은 8.9배 증가하여 멕시
코와 비슷한 수준임.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제조업증강법’제정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함.

- 수출기업 지원, 자동차 산업 지원, 통상정책을 통한 지원, 연구개발 지원, 에너지 산업 지원, 조세
감면 추진 등 매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진흥내각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수출행정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국내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자국 업체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저리융자 지원, 조세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함.
해외투자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U턴 현상 역시 미국 제조업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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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세 도입, 국내복귀 기업의 이전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추진함.
- 미국 기업들의 U턴 현상은 원가 구조의 변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중국, 멕시코의 제조업 부문 임금이 여전히 미국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U턴 기업의 상
당수가 생산을 자동화했거나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았던 기업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
성, 공급망, 물류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U턴 현상은 제한
적일 것으로 판단됨.

2) 통상정책
미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저성장·고실업 문제를 타개하고자 공세적인 수출시장 확대정책으
로 기조를 전환함.

- 특히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요 동력이 수출증진에 있다는 인식하에 국가수
출확대정책(NEI)과 새로운 통상전략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권역별 경제통합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관련 정부서비스의 간소화, 미국이전기업 세제혜택과 제조업 육성을 통해 ‘2014년
까지 수출 2배 확대’와 TPP와 같은 다자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여 미국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미국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국가수출확대정책, 즉,‘5년 내(2014년) 수출 2배’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즉 5년 내(2014년) 수출 2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간 14% 이상의 성장률이 지속되어야 함.
◦ 그러나 2010년과 2011년 수출증가율은 각각 20.6%, 14.3%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2년(1~9월)
에는 유럽재정위기와 중국경제 둔화 등과 같은 해외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5.5%까지 급락한 상황임.

오바마 행정부와 기존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자보다는 다자 틀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임.

-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내수에 의존한 경제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신흥
경제권에 대한 공세적 수출전략을 강화함.
◦ 이러한 수출증대를 위해 기존 체결된 양자간 FTA발효는 물론 다자간 FTA인 TPP를 적극 추진하게 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국가들에 대한 공식적인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정치적인 전략 차원임.
◦ 미국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아ㆍ태지역은 필수적인 시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패권시장에서 중국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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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방안으로 해석됨.
◦ 또한 TPP를 활용하여 아ㆍ태 경제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장기
적인 차원에서 TPP를 확대해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창설을 염두해 둔 것으로 평가됨.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의 양국간 정상회담이나 G20 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균
형 완화를 위한 위안화 평가절상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

- 특히 2012년 11월 미국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들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와 불공
정 무역행위로 인해 미국내 일자리가 상실되었음을 역설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함.

3) 금융규제 개혁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필요성에 대한 금융개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2010년 7월에는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일명“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여 추진 중임.

- 이 법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지만, 법의 부작
용 및 실효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가 있음.
◦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해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
는 반면, 소비자들은 입법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압력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되었다고 비판함.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해 위기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월스트리트의 개혁과 소비자 보
호를 목적으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가 핵심 내용임.

- 첫째는 SIFI를 식별하고 이들의 규제와 정리를 통해 시스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것임.
◦ 관련 주요 조치들은 규제감독기구들의 협력체인 FSOC를 신설하여 1) SIFI들을 선별하여 특별 관리함으로
써 시스템 위험 관리, 2) 이들의 부실 시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한 정리(resolution) 절차
와 방식 규정임.

- 둘째는 파생상품 거래시스템 개혁으로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결제의 불확실성
을 줄여 유동성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는 것임.
◦ 거래시스템 개혁의 주요 조치로는 1) 거래를 장외시장(OTC)에서 거래소(exchange)로 유도하고 거래정
보를 기록소(repository)에서 수집하여 규제당국에 보고, 2)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이하 “CCP”
로 표기)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유동성 수요와 거래상대방 위험 축소임.

- 셋째, 금융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개선, 규제 및 감독 사각지대 참여자들의 관리, 그리고 규제당국
의 권한과 의무 개선 등의 조치들이 있음.
◦ 1) 예금수취 은행의 자기계정 민간자산 구입 금지(‘볼커 룰’) 2) 경영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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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3)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의존 축소 및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4) 헤지펀드의
등록 및 정기적 조사 실시 등

도드-프랭크법은 증권화된 은행업이 발달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개혁이지만, 금융안정성
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에 입각한 획기적 금융개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첫째, 시스템위험의 관리능력제고를 위한 개혁이 준칙보다 규제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
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
- 둘째, 볼커 룰의 경우에도 모호한 행위 규정과 거센 저항으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 때문에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셋째, 파생상품의 거래시스템 개혁은 효과면에서 가장 성공적이지만, 상호보증에 기초한 결제원
제도의 도입이 예금인출쇄도에 의한 은행위기를 차단하기는 어려움.

4) 정치적 대립과 영향
2008년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을 가로막은 장애요인 중 하나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 그로 인한 정치적
타협과 입법의 지연이었음.

- 금융위기로 미국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 1)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금융시스템
정상화, 2) 실물부문의 침체 억제와 경기회복, 3) 악화되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
- 그러나 금융위기 직후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및 경기회복 조치, 2010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2011년 국가채무한도 확대, 2012년 재정절벽 위험의 해소 등 과정에서 정치적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함.
- 오히려 정당 간의 대립과 행정부와 의회 갈등은 정책집행에 방해가 되었으며, 또 하나의 경제적
불안요인이 되었는데 2011년 국가채무한도 조정을 둘러싼 극한 대립과 신용등급 강등이 대표적
인 사례임.
- 이러한 정치적 갈등 심화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오마바 정부 초기의 의료보험개혁 후유증과, 불황
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의 누적과 재정적자의 심화를 들 수 있음.
- 하지만 좀 더 긴 시각에서 보면 미국 내 정치적 대립과 이념적 분열은 1970년대 이후 지속된 현상임.
이념의 양극화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경제적 격차의 확대가 이념의 격차
형태로 반영되고 결국 정치적 갈등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1970년대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양당 간 이념 격차의 확대
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음.
- 금융위기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데,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런 계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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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불평등과 반목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이념갈등이 심화된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통계분석 결과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가 이념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정부지출 비중 증가가 공화당의 반발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
나아가, 정치집단 간 이념격차 확대가 정당간 타협을 어렵게 하여 의회의 입법효율성 저하라는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음.

- 2013년 미국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줄어들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2012년 말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념격
차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타협이 결국 이루어져도 긴 기간이 소요된다면 그만큼 불확실성은 오래 지속되어 소비심리나 투
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1] 미국 정당 간 이념격차 지수 추이

주: Senate는 상원을, House는 하원을 가리키며 R은 양원의 지수 간 상관계수임.
자료: McCarty et al.(2006).

3. 정책 제언
1) 제조업 육성정책
향후 선진국들이 제조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흥국들의 수입 억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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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던 제조업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같은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 증가됨.
-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진국 제품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함.
무역장벽을 통한 산업보호와 같은 기존의 산업정책에서 미국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적
극 유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요소 중심의 산업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미국 기업들의 U턴 사례들은 제조업 부품시장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변화 움직임도 이미 시작
되었음을 의미함.
- 중국 등 저임금만을 보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앞으로 수년 이내에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증가됨.
한국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
가 있음.

-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87%가 제품의 서비스화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요성
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뚜렷한 비전 제시, 리더십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미국 정부는 과감한 구제금융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빠른
기간 안에 미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정부의 중ㆍ장기적인 비전 설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통상정책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비전통적 보호주의 심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
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음.
-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입규제조
치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와의 FTA 조기 타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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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은 물론 동아시아 및 아ㆍ태지역 다자간 지역통합에 대비
할 필요성이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양자 자유무역협정보다는 다자간 지역협정을 통한 통상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우리나라는 한ㆍ중ㆍ일 FTA와 별개로 아세안 등 동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RCEP) 체결을 추진 중임.
- 따라서 ASEAN+3, ASEAN+6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중심 TPP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에서 우리의 역할 정립과 국익을 위한 면밀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도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함.

-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에 대한 압력이 강화된다면, 대미 흑자국인 우리나라에도 이에 대한 공세가
전이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양국 정부 고위급과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분쟁을 사전적으
로 차단함과 동시에 분쟁발생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금융규제 개혁
미국 금융위기는, 기관투자가가 비중이 크고 금융기관 간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존과
같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스템 위험에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
시장과 금융기관들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규제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하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체계의 재편만으로는
규제당국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대보다 대마불사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거대 금융기관의
분할 논의도 활발한데, 이는 1980년대 이후의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가 재고되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온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한 기구와는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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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장래에 한국거래소가 CCP로 인가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

- 첫째 CCP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제도적 정비, 둘째 CCP에 대한 감독 체계
정비, 셋째 CCP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가능성과 방법,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을 위한 준비, 넷째 파생상품시장의 참여조건과 그에 따른 규제감독 및 보호 체계 전반에 걸친
매우 근본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4) 정치적 대립과 영향
이념격차의 확대는 의회의 법안통과율을 낮추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미국 정치권에서 대립과 갈등은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음.

- 만약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치
적 대립이 미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단기적 위험은 ‘재정절벽’과 국가채무한도 조정 문제임.
일부 지표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정당 간 이념격차의 확대가 관찰되며, 이념 양극화는 정책에 대한
정당 간 태도의 차이에서 확인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유사하게 정치이념의 격차 확대가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정부지출
비중의 확대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1990년대 후반 이후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
역시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당의 이념격차 확대와 같은 추세를 보임.

-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계층에 따라 투표성향이 뚜렷이 나뉠 가능성이 있는
데, 이는 사회통합은 물론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그런데 소득불평등을 위해 재분배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부의 지출비중을 높여 다시 이념갈등
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념양극화 완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소득재분배에 비해 원천적인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제구조와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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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또 다시 불황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의 경제위기 및 엔고로 인하여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음.
- 대내적으로는 엔고, 높은 법인세율, 자유무역협정의 지체, 엄격한 노동규제, 환경규제의 강화, 전
력부족 등 이른바 6중고가 일본기업의 경제활동을 압박하였음.
위와 같은 단기적 요인 이외에도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중장기적 요인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중장기적 요소로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내수시장의 축소를 들 수 있음.
- 2000년대 약 0.5% 수준인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취업자 수의 감소와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로
인하여 2020년대에는 0.1%, 2030년대에는 ▲0.3%로 하락할 전망임.
-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면, 컴퓨터, 의약품, 가전은 2003년 이후,
통신기기는 2007년 이후, DVD, 유기화합물, TV는 2008년 이후, 철강, 플라스틱, 중전기기, 비철
금속은 2010년 이후 국제경쟁력을 상실(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소매판매의 대표적 지표인 백화점 판매액은 1996년을 피크로 연속 감소, 슈퍼마켓은 1991년
을 피크로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차 판매대수는 2000년을 피크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섯 가지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정책대응을 고찰하고 한국경제운용에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가지 정책분야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무역ㆍ투자자유화전략, ⑤ 신에너지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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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한ㆍ일협력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 교역조건 등을 기준으로 고찰해 보면, 상당한 품목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무역특화지수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일본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년 경쟁력 저하
가 두드러진 반도체와 액정패널, 약간 경쟁력저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여전히 강력한 경
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공작기계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주요 산업의 교역지수를 보더라도 정밀기계, 수송기계, 일반기계 등 기계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교역지수가 악화되고 있음.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엔고의 영향인데, 호황기 때 상대적인 엔저 수준으로 인한 수출 증대로 경기를 견인해 왔
으나, 리먼 쇼크 이후의 급작스런 엔고로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었음.
- 둘째는 리먼 쇼크 이전까지 일본의 주요 산업이 수송ㆍ전기ㆍ일반기계의 내구재산업 중심으로,
주로 고급제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임.
- 셋째는 중간재, 즉 소재ㆍ부품ㆍ장치 등 생산재의 일본국내 생산을 리먼 쇼크 이후에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임.

[그림 1]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 배경

자료: 三品和廣,｢日本エレクトロニクス總崩壞の眞因｣, DIAMOND online, 2012. 2. 17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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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는 일본 국내의 입지여건이 악화되었고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임.
- [그림 1]은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은 다른 산업에서
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일본제조업은 구조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공급망을 복구하고 국내의 사업여건 악화와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해외진출 패턴도 종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
고 진출지역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임.

-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의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내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는 한ㆍ일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ㆍ일 무역구조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특징인데, 2011년 이후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나타
나고 있어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최근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일본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대일 기업유
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높아졌음.

2)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일본정부는 2012년에 ｢일본재생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국가전략에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
성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그린성장전략과 라이프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정부가 구상하고 있
는 구체적인 시책을 분석하였음.
그린성장전략은 2020년까지 50조 엔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고 14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부품소재, 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ㆍ이용, 스마트 커뮤니티
를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라이프성장전략은 2020년까지 50조 엔의 수요창출과 284만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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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 의약품ㆍ의료기기 창출,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 의료 추진, 바
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차세대 의료 실현, 간병 및 의료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 등의 구체적
시책을 추진할 방침임.
이러한 신산업 전략은 구체적인 수치목표와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함.

3)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일본 민주당 정부는 사회보장과 세제의 통합적 개혁을 추진해 왔음.

- 2010년 10월, 정부ㆍ여당 사회보장개혁추진본부의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하
였고, 2012년 8월, 8개의 사회보장‧세제의 통합개혁 관련 법안이 성립되었음.
일본정부가 이처럼 사회보장과 세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한 배경에는 일본의 열악한 재정 및 사회보장의
여건이 있음.

-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0%를 넘고 있고 정부 일반회계에서 일반지출 중 절반 이상을
연금ㆍ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차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과 공공 의료보험은 미가입 및 미납 문제가 심각하고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통합개혁의 핵심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현행 5%의 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인상할 방침임.

- 다만, 경기탄력조항이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시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위의 통합개혁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그 정책적 효과 또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

-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 효과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이며,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
을 조합한 단일 공적 연금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한 연금제도 개혁도 유보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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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경제정책의 강화
일본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정책은 여타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무역자유화 정책은 한국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미국 및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비판을 배경으로 일본정부는 최근 EU와의 FTA 협상 개시, TPP 협상참여, 이를 위한 국내여건정
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속도는 여전히 느린 편임.

- 일본의 투자정책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정부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급증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진한 상황이 지속
되고 있음.
◦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정책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나 정책대응의 강도가
낮고 일본의 국내입지경쟁력이 취약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의 무역 및 투자정책은 향후 예산과 정부조직 등 측면에서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을 지적하였음.

5) 신에너지 전략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커다란 변혁기에 직면해 있음.

- 일본 에너지 정책의 핵심 분야는 원자력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세 가지
분야임.
원자력 정책에서는 향후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에 얼마나 의존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
제임.

- 이 점에 대해 일본 민주당 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의 아베 정부는 이를 철회할 것으로 보임.
재생에너지 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어느 수준으로 하며 이를 보급하기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

- 일본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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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혁에서는 송배전망의 관리방식, 전력소매의 자유화 범위, 전력요금의 자유화 등이 핵
심 쟁점임.

- 민주당 정부는 송배전망의 독점구조를 철폐할 것, 전력소매의 완전 자유화, 전력요금의 조건부
자유화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음.

3. 정책 제언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와 시사점

- 일본기업의 실패요인은 고품질 집착, 생산현장과 기술 집착, 글로벌 경영전략 부재, 글로벌 인재양
성 부족 등으로 분석됨.
- 시사점: 과거의 성공모델 집착은 금물, 신흥국 기업과의 가격경쟁은 가능한 회피가 최선,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글로벌 대기업 양성 및 지원, 대기업 독과점 문제는 글로벌 경쟁력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
내수시장 축소와 시사점

- 일본의 내수는 일본경제를 지탱해 준 버팀목이며 탄탄한 내수시장 유지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나
지나친 내수시장 의존체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일본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보다 내수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더욱 중시한 나머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음.

-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해서도 지나친 신뢰는 금물이며 오히려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일본의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주장하는 논리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일본은 이미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인위적인 내수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확대나 사
회보장 강화를 통해 이를 확대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약화와 시사점

-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구동태를 고
려한 연금, 건강보험, 개호보험 등의 제도설계가 필요함.
◦ 따라서 최소한 30년을 내다본 장기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필요함.

-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정치적 유혹을 견
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예산 및 정부조
직의 개혁이 필요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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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ㆍ투자자유화의 지체와 시사점

- 일본정부는 최근 TPP, 일ㆍEU FTA, RCEP, 한ㆍ중ㆍ일 FTA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으
나 자민당은 이들 협상에서 민주당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목적은 아시아 공동체 구축이라는 이념이 아니라 아직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시장경제제도를 심화시키는 것임.
- 한ㆍ중ㆍ일 3국의 협력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이것이 주축이 된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축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 따라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ㆍ중ㆍ일과의 등거리 유지를 기본전략으로 하되, 미국이 중심이 된
TPP, 중ㆍ일이 주도하는 한ㆍ중ㆍ일 FTA,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각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한ㆍ일 협력의 관점에서 한ㆍ일 FTA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에너지전략과 시사점

- 확대 일변도의 원자력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함.
- 송배전망 관리, 전력요금 자유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과 관련된 전력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의 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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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09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감독과 규제에 새로운 개혁의 전기를 제공하여 위기 이후 EU 공동체
차원에서 많은 개혁조치가 추진되었음.

- 금융감독 방식에서 거시건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
관의 설립과 정책방안들이 추진됨.
- 규제 차원에서는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영업범위와 거래방식에서부터 금융기관 임
직원의 보상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규제가 확대됨.
- 특히 EU의 금융규제ㆍ감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EU의 통합감독체
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EU 차원의 금융규제ㆍ감독이 변화하는 배경과 이유는 내부적 동인과 외부적 동인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음.

- 1990년대 말부터 EU는 금융부문의 단일시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였는데, 경제
적 효율성 제고와 경쟁기반의 왜곡을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 금융시장 및 산업은 개별국가 차원의 감독만으로는 효율적 감독이 어려워 EU 통합감독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한층 강
화되었음.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엄격한 금융규제
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유럽 재정위기는 [재정위기→금융위기→실물경제위기]의 연계고리를 타고 확산되고 있는바, 매개
체가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금융방화벽을 설치할 필요가 증가함.
EU의 금융규제는 G20 차원의 의제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해외사례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됨.

- EU의 금융규제는 대상국가가 다수인 관계로 글로벌 규제로 발전하기 쉬우므로 국내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도 EU 금융규제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 EU 및 회원국의 변화는 국내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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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비약
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

- 1980년대 EU 역내의 자본이동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
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는 급증하였음.
◦ 금융감독의 기본원칙으로 신용기관을 인가한 감독당국이 동 신용기관의 국경간 해외지점 및 국경간 금
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모국감독의 원칙이 확립됨.
◦ 한 회원국에서 설립이 인가된 모든 형태의 신용기관에 대하여 타회원국에 지점 설립 및 영업,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공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호인정의 원칙이 금융규제의 기본원칙이 됨.

-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
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모국감독과 상호인정의 원칙만으로는 금융감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감
독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또한 국가간 금융규제의 차이로 인해 규제조화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으나 최소조화에 그치는 경향이
강했음.

- 단일통화의 도입과 금융서비스 실행계획 및 람팔루치 절차의 실행 등에 힙입어 2000년대에 금융
서비스통합은 대체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됨.
◦ 2000~07년 사이 200건 이상의 이국적 은행간 M&A가 성사되었으며, 은행자산의 70% 정도가 40여 개
의 다국적 은행에 의해 소유된 것으로 나타남.
◦ 유로화 표시금융상품의 거래가 증가하였으며, 채권시장은 국채와 회사채 모두 빠르게 통합되었는데, 특
히 국채금리의 수렴현상이 나타났음.

EU 금융시장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감독관할권의 문제,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금융위기의 전이 등
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통합은 금융기관의 업무공간과 금융감독공간 간의 지리적 괴리 문제를 낳았
으며, 모국감독의 원칙만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렵게 되었음.
◦ 1982년 이탈리아 암브로지아노 은행(Banco Ambrosiano)의 파산, 1991년 발생한 BCCI사건, 2007년 아
이슬란드 은행들의 파산사태는 모국감독 원칙의 한계를 나타내는 주요 예임.

- 금융부문에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음.
- 금융시장의 통합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금융실패가 실물경제 및 주변국에 전이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높였음.
◦ 일부국의 금융위기 또는 대형은행의 파산 시, 예금인출사태, 외국증시 위기의 국내전파, 자금시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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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전파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금융실패의 국제적 전파와 관련하여 파생금융상품 내지 구조화상품시장을 통한 파장은 매우 클 수 있음.

EU 금융감독ㆍ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음.

-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 EU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의
개념을 간과하였음.
◦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금융혁신이나 신상품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금융시스템 전체
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음.

-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금융규제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BlS자기자본비율규제, 신
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에 관한 규제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람팔루치 절차에 의거, 부문별(증권, 은행, 보험 및 연금) 위원회가 설립되어 감독협력의 실효성은
낮았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
◦ 국가간 감독협력은 국경간 모국감독을 지원하는 차원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협력은 자발적 차원에서 이
루어져 실효성이 적었음.
◦ 부문별 위원회들은 중재 권한이 약했으며 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속력이 약해, 컨센서스에 입각한 공
통분모의 결정밖에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 중 EU 금융감독 개혁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일명 드라로지에(de Larosière)
보고서로 불리는 개혁방안이 제시되었음.

- 드라로지에 보고서는 은행 및 금융권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의 부재와 국제금융제도의 부적절함
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 은행을 비롯하여 신용평가기관, 헤지펀드, 투자펀드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파생상품
의 표준화 등이 제시되었음.

- 특히 보고서는 ECB와 EU 집행위원회, 국가별 금융감독기관 등으로 구성된 유럽위기관리위원회
(ESRC: 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거시경제 위기지표를 수집ㆍ관
리하여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제안함.
◦ 드라로지에 보고서는 기존에 간과하였던 거시건전성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기존의 자발적 협의에 기초
한 금융협력을 보다 제도화시키고 EU 차원의 통합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드라로지에 보고서에 의거하여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
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함.

-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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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미시건전성을 담당하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은 은행감독청(EBA), 증권시장감독청(ESMA), 보험
연금감독청(EIOPA)의 세 감독당국으로 구성됨.

- 또한 EU의 금융 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협의기능에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EU의 금융규제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강화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의 도입 논의를 들 수 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
평가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짐.
◦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됨.

- 금융거래세 도입, EU은행시스템 개편안 등은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EU 차원을 넘어 글로벌 규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EU 차원의 통합감독ㆍ규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ㆍ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짐.
◦ EU 27개 회원국들은 완벽하게 일치되는 금융감독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각각의
정치, 경제 구조는 물론 역사, 문화적 차이에 의해 다양한 금융감독 형태가 존재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EU 회원국들은 금융감독 개혁
을 추진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이 파악됨.
◦ 다수의 EU 회원국들은 금융감독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함.
◦ EU 회원국들의 금융감독 구조는 크게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영역별로 감독기관을 두는 영역별 모형
(sectoral model), 영역별 감독기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통합모형,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이른바 쌍봉형 모형으로 구분됨.
◦ 건전성 감독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 감독의 제도화가 강화되고 있음.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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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음.
-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임.
◦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
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 설립이 추진 중임.

3. 정책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금융감독제도는 광범위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최근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금융감독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앙은행이 건전성 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과 중앙은행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 공유에 관한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음.

- EU 회원국들의 금융감독구조는 영역별 모형에서 통합모형으로의 전환과 쌍봉형 모형의 채택이
강화되고 있음.
- EU 차원과 회원국 차원 공히 감독제도 변화의 공통되는 측면 가운데 하나는 중앙은행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 201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예정인 은행동맹을 통해 ECB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회원국 차원에서도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EU 27개 회원국 중 16개국
의 중앙은행이 금융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음.

EU의 사례는 한국 금융감독의 개혁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다수의 EU 회원국은 거시건전성 감독에 관한 명시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기구를 설립하고 있는
바,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정 및 시스템 리스크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임.
◦ 여러 건전성정책 당국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독자적인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기존의 기관에 거시건전성 감독 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감독의 공백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감독의 실효성과 비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관련
당국들간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한 것을 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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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삼아야 함.
◦ 2009년 9월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 ｢정보공유
활성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아직 핵심정보에 대한 공유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함.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전성감독 기구와 행위감독 기구를 분리하고, 전자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후자는 신설되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쌍봉형 모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2) 금융규제 측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규제의 개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과거 최소조화의 원칙에서 점차 최대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추가 이동하고 있음.
◦ EU 차원에서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개별국가가 ‘스스로 알아서’ 시행하는 규제에서 벗
어나 보다 큰 공통분모를 갖춘 통합규제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시장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음.
◦ 금융위기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 비해 일반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해
리스크를 추구한 주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도입되고 있음.

- 금융규제 작성에 있어서 EU 통합감독기관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EU의 법안결정체계에 따라 초안의 작성은 EU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나 세부 규칙은 ESMA와 EBA,
EIOPA와 같은 미시건전성 담당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됨.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가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은 다시 확인되었
는바, 엄격한 감독체계와 외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개방정책과 조율해야 함.

-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서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
-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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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음.

- 1990년대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짧은 기
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켰음.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광물 수출 호조,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 물가안정과
산업생산 증가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연평균 약 9%의 높은 경제성
장률을 기록했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 국제광물가격
상승 및 광업 부문 투자확대로 2011년에는 17.3%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몽골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도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

- 유로머니(Euromoney)의 국가위험순위(ECR) 평가에서 몽골은 2007년 총 184개국 중 117위였지
만, 2011년에는 총 186개국 중 94위를 기록했음.
- 세계은행은 몽골의 경제성장률을 2012년 17.2%, 2013년에도 약 12%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는
2016년 몽골의 1인당 GDP를 약 8,000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몽골 정부는 1차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광물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동시에 낙후된 관련 인프라의 대대
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광업 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주요 전략광산들과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조업 및 에너지 부문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매진하고 있음.
최근 대몽골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몽골의 투자환경의 종합적 고찰을 통한 체계
적인 진출방안 및 투자전략 수립이 매우 시급함.

- 1990~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총액 48억 4,032만 달러 중 76.8%가 2005~10년에 투자되었
을 정도로 최근 급속한 증가세에 있음.
- 현재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주로 도소매업, 요식업, 광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금융업 등 최근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임.

306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본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영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하여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 특히,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한 5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현지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
공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
몽골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ㆍ목축업, 제조업(캐시미어 및 섬유 가공), 도소매업, 관광산업 등임.

- 광업은 GDP의 약 20%, 산업총생산의 약 60%,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음.
- 농ㆍ목축업은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종사자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은 아직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힘입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광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의 효과, 즉 지출효과(spending effect)에 따
라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몽골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007년까지 정부의 재정수지가 흑자였고 공공부채 규모도 감소되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재
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음.
- 몽골 정부는 적자규모가 GDP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2010년 2월
에는 정책입안자가 재량으로 정부지출을 늘이지 못하게 하는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제정하였음.
몽골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점차 금융시스템
이 안정되고 있음.

- 1990년대 초 체제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 금융 전문
인력의 부족,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음.
- 여러 평가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16년까지 몽골의 실물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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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몽골 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몽골의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또는 이 국가들의 경제상황 변동이 몽골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는 이것을 경제 불안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
몽골 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원기반 경제의 장점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발전 및 다변화, 물가 안정,
실업률 감소 및 빈곤 해결, 효율적 경제정책 운용, 산업정책 수행 및 거시경제 관리 등임.

- 몽골 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국가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제가 착실히 수행된다면 몽골 경제의 중장기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됨.

2)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
몽골의 외국인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UNCTAD가 평가한 외국인직접투자 잠재지수에서 몽골은 총 141개국 중 1995년 95위, 2000년
79위, 2005년 75위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성과지수는 1995년 91위, 2000년 45위,
2010년 3위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국제경쟁력 지수에서 몽골은 2011년 세계 142개국 중 96위를 차지하였는
데, 이것은 2009년 117위에서 2년 만에 21단계나 상승한 순위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2012년 몽골은 총 185개국 중 기업환경 평가에서
76위(2011년 88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창업부문에서 39위(2011년 95위)를 기록하여 중국(151
위), 러시아(101위)보다 훨씬 좋은 투자환경임을 인정받았음.
몽골은 낙후된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국토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교통 및 운송(철도, 도로, 항공), 전력, 통신,
통관 등의 인프라 환경이 낙후되어있음.
- 몽골 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확장, 항공 서비스 증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기술 발전, 통관 서비스 개선 등 제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몽골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적다는 점임.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늘고 있으나, 한편으로 실업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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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것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노동인구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임.
몽골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ㆍ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왔음.

- 외국인투자자들이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생산 및 영업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제정하였음.
-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안정협정(Stability Agreement) 체결, 자유무역지대 설정, 토지사용 허가, 낮
은 관세율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3)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
중국은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내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국 간 철도 및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임.

- 중국 기업들은 타 기업과의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러시아의 투자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개발된 광산 및 광물가공공장과 관련 기반시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달리 몽골ㆍ러시아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 방식인 합작투자를 선
호하고 있음.
일본의 투자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몽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조업, 요식업,
정보통신 부문에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캐나다는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6위를 기록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오직 광물자원 개발에만 집
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캐나다 기업들의 투자는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광업의 특성상 단독투자, 몽골 기업과의 합작투
자, 제3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8위를 차지한 미국도 대부분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해왔지만, 최근에는
무역 및 요식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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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59개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먼저 기업들의 현지 진출 형태, 주요 업종, 현지 종업원 수, 매출액, 현지 영업개시 연도, 진출동기,
진출 시 유용정보 입수 출처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파악하였음.

- 몽골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주요 업종은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숙박/요식업 등이며,
제조업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액 규모는 다양
하며, 2000년대 말 몽골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던 시기에 주로 지인들을 통해 현지
정보를 입수하여 진출하였음.
현지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법인 설립 이전과 원부자재 및 금융조달 시 애로사항, 매출의 지역별 구성,
판매제품의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 내수판매의 유통경로와 장애요인, 임금관리ㆍ고용관리ㆍ인사관리
의 애로사항 등 현지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분석하였음.

-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개시 이전에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투자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행
동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지의 제조업 미발달과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해 원부자재 및
물품과 운영자금을 주로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음.
- 현지 진출 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품질은 중급
이상이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
- 현지 내수판매는 현지의 열악한 유통망 및 물류망을 고려하여 직영매장 또는 현지협력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저렴한 중국제품
의 유입으로 인한 가격불리 등이었음.
- 임금관리와 고용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상승률과 높은 이직률로서, 현지에서 능력
을 갖춘 전문 인력 또는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려움.
-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인프라 부문이 가장 열악하며, 원자재/부품 조달, 고
용/인사관리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노사갈등/분규, 부가세 환급지연, 현지 행정당국의 경영
간섭 등은 거의 없음.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찾기 위해 최근 성과지표, 현지사업 운영 방향 및 전략, 주력 제품의 수준
변경계획,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 비관세장벽 강도,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 몽골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음.

310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
의 기업들이 철수 또는 사업규모 축소가 아닌 현상유지 또는 사업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은 향후 마케팅 강화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의 고급화 전략
을 추구하고 있음.
- 기업들이 경험한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및 임금,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금융 및 외환, 투자장벽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음.
- 한국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영사기능 강화,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 지원 등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비자
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물류부문 개선 등이었음.

3. 정책 제언
1)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유망 분야
[광업 분야] 광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 몽골은 전략광산 개발의 경우 철도, 도로, 용수 및 발전시설, 신도시 건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참여 또는 지원하는 국가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의 투자를 정부의 ODA 차원의 수송망(철도, 도로 등) 건설, 몽골 정부가 추진하
는 민관협력(PPP) 사업 참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외국기업들과의 입찰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광물개발과
가공공장 설립을 동시에 제안하는 것임.
[플랜트 분야] 광물가공공장(구리제련소, 제철소, 정유공장, 석탄가공공장)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
진출이 유망함.

- 몽골 정부는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광물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구리나 금 등 주요 광물을 마지막 단계까지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몽골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몽골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교통인프라 분야] 한국기업은 광물개발사업과 연계된 철도건설사업, ODA 및 EDCF와 연계된 도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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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몽골 정부는 현재 20여 개의 교통부문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몽골 내수시장의 활성화
및 대외교역 증가추세와 정부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외국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 2001년부터 인접국과의 국제교통망 연계와 국내교통망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도로
프로젝트에도 외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건설 분야] 호텔, 빌딩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현지의 건설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
하고 수주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정부의 주택 보급 정책, 도시개발 활성화로 다시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지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면,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풍부한 해외건설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 건설자재 및 인테리어, 내부설비 등 연관 분야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농ㆍ축산업 분야] 한국기업의 진출 시 유기농 농장,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이 유망함.

-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국가에서 식량안보와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몽골은 지구상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청정한 농축산물, 즉 유기농 식료품 및 육가공 제
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임.
-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한국은 물론, 중국(내몽골, 동북3성 등)과 러시아(극동, 시베
리아)의 고소득층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법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한국기업들은 식료품 가공기술 면에서 중국, 러시아 기업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햄, 소
시지 등 고품질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광산업 분야] 한국 관광기업의 협력 투자를 통해 몽골의 관광자원을 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
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몽골은 청정한 자연과 다양한 역사ㆍ문화 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
을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 관광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호텔경영 기법의 전수 등 운영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에 진출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는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한국과 몽골
간 항공료 인하임.
[금융업 분야] 몽골에서는 아직 금융업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이 진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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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몽골 은행들은 업무의 절반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한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바, 몽골에 한국식 금융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몽골 증권시장 역시 현재 약 90여 개의 현지 증권회사와 약 20여 개의 외국계 증권회사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 보여주듯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정비될 것으
로 예상되며 공기업 IPO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금융상품들도 개발될 수 있을 것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주도의 소규모 제조업 진출이 유망함.

- 300만 명 미만의 적은 인구, 급격한 임금상승, 운송인프라의 미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저가
상품 등이 제조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기는 하나, 현지 광물자원 개발 및 건설현장에 필요한 맞춤
형 제품 생산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
- 몽골의 캐시미어 제품이 매우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기
업의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임.
- 해외시장을 겨냥할 경우 몽골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대로의 진출
이 바람직함.

2)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요구됨.

- KOTRA 무역관 현지 개설로 한국 중소기업에 몽골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국내 기업
의 몽골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몽골과 한국의 학술교류(공동연구, 세미나 등)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차원의 정보 확보 및
공유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체계적인 투자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임.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현지 진출 기업인들이 몽골의 낙후된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투자비자 갱신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
고 있는바, 투자비자의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여 몽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
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경제협력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보장하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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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영사서비스 강화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할 것임.

- 최근 현지에서 민족주의적 정서가 확대되고 있고, 외국계 기업의 자원 개발을 ‘약탈’로 받아들이
는 현지의 사회적 인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고 작은 폭력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신변
안전을 걱정하고 있음.
- 재외공간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현지 정ㆍ관계 인사들과의 대화 채널 마련 및 현지 치안기관과
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인의 신변 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비즈니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제고가 상품 및 서비스 판매는 물론 투자협력 등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몽골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몽골, 몽골인의 친구’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보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지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한국영화 주간, 한국문화 축제, 한글날 행
사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현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 형성된 경제영역에 대한 정치영역의 우위 및 통제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법ㆍ제도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막대함.
-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 인사와의 정기적인 접촉, 한ㆍ몽의원친선협회를 통한 국회 차원의 인적
친선 도모, 학술행사 등에 주요 인사 초청, 신병 치료를 위해 방한한 몽골 주요 인사에 대한 편의
보장 등도 인적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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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련의 해체와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은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구심점이 없어진 가운데 개별
국가 간의 협력체제가 무너지게 됨.

- CIS라는 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역협력체제 부재의 문제는 1990년대의 초ㆍ중반 동안 지역
국가들의 사회적ㆍ경제적 혼란 속에 지속되어 왔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 국가들간의 협력체제를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내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상품 교역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를 통해야 함.
-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건설 과정이 필요한 송유
관,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도 어려움에 직면함.
- 이에 따라 신흥공업국으로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나 에너지 수송로에 투자할 여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 내륙국의 지리경제적 문제
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ㆍ정치 협력체
가 설립되고 있음.

- 내륙국으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ㆍ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협력체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협력체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 대해 연구하고자 함.

- CAREC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기구들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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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1997년에 설립된 CAREC은 10개 가입국과 6개 다자기구로 구성된 광범위한 조직으로 아제르바
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
가들과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 6개 국제기구로는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구들 가운데 ADB가 CAREC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음.
- CAREC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2001년 6개의 프로젝트 약 2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
는 누적 규모로 100여 개 프로젝트의 1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여 왔음.
- 이처럼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CAREC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중앙
아시아 전체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개별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
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CAREC 프로젝트를 각 부분별로 평가
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한국정부와 기업의
CAREC 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함.

2. 연구의 내용
1) 운송 부문의 협력
CAREC 사업에서 운송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CAREC 프로젝트 122개 중 순수하게 교통과
연관된 프로젝트는 80개에 달함.

- CAREC 사업에서는 6개의 주요 운송회랑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음.
중장기적으로 교통부문의 CAREC의 발전전략은 CAREC을 통과하는 운송회랑을 완전한 의미에서 ‘경제회
랑’(Economic Corridor)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주로 운송회랑 지역 내에서 국가․지역 간
교역의 발전을 의미함(그림 1 참고).

- 이를 위한 1단계의 목표는 6개 최우선 회랑에서 교통부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조치를 진행하여,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운송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이들 회랑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경쟁력을 제고.
- 2단계는 회랑을 따라 위치한 지역의 공간적 상호작용의 개선 조치를 포함하며, 이 단계에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회랑도시(corridor city)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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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는 회랑을 연계하는 것으로서, 회랑을 따라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교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
◦ 3단계는 주체별로 그 역할이 나누어지며, 민간섹터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 참여하는 데 집중하게 되
고, 각국 정부, 비즈니스협회, 다자국제기구의 경우에는 상품 생산과 수출의 질을 담보하는 인프라의 개
선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게 됨.

[표 1] CAREC 6개 운송회랑의 구간 및 사업계획
회랑번호

구간

CAREC 1

유럽–동아시아
(KAZ, KGZ, and XUAR)

CAREC 2

지중해–동아시아
(AZE, KAZ, KGZ, TAJ, UZB, and UAR)

CAREC 3

러시아-중동 및 남아시아
(AFG, KAZ, KGZ, TAJ, and UZB)

CAREC 4

러시아-동아시아
(MON, IMAR, and XUAR)

CAREC 5

동아시아-중동 및 남아시아
(AFG, KGZ, TAJ, and XUAR)

CAREC 6

유럽–중동 및 남아시아
(AFG, KAZ, TAJ, and UZB)

사업계획
• 구간: 도로13,600km, 철도 12,000km
• 투자: 도로 3,800km, 철도 3,470km, 1개 물류센터, 3개 공항
• 구간: 도로 9,900km, 철도 9,700km
• 투자: 도로 1,580km, 철도 890km, 4개 공항, 3개 항만
• 구간: 도로 6,900km, 철도 4,800km
• 투자: 도로 1,555km, 철도 1,022km, 3개 공항
• 구간: 도로 2,400km, 철도 1,100km
• 투자: 도로 1,980km, 철도 250km, 2개 공항, 6개 물류센터 개선
• 구간: 도로 3,700km, 철도 2,000km
• 투자: 도로 970km, 철도 46km, 1개 공항, 향후 파키스탄 및 아라비아해
항만까지 회랑 연장
• 구간: 도로 10,600km, 철도 7,200km
• 투자: 도로 2,490km, 철도 1,200km, 2개 공항

자료: www.carecprogram.org.

[그림 1] CAREC 운송회랑에서 경제회랑으로의 전환

자료: ADB(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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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경우에는 49%의 사업 진척이 이루어졌으며, 철도의 경우에는 37%의 성과를 달성(표 2 참고).

- 회랑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의 경우에는 CAREC 3번 회랑이 81%, CAREC 5번 회랑이
80%의 성과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에는 CAREC 2번회랑이 82%, CAREC 4번 회랑
이 80%로 높은 성과율을 기록.

[표 2] CAREC 운송회랑의 사업성과(2011년 11월 기준)
운송회랑

사업성과

1: 유럽–동아시아

도로: 1,650 km (43%)
철도: 1,560 km (45%)

2: 지중해–동아시아

도로: 940 km (59%)
철도: 210 km (82%)

3: 러시아–중동 및 남아시아

도로: 1,270 km (81%)

4: 러시아–동아시아

도로: 690 km (35%)
철도: 210 km (81%)
중국의 Jining–Zhangjiakou 철도 완공

5: 동아시아-중동 및 남아시아

도로: 780 km (80%)
타지키스탄의 두샨베-키르기즈스탄 국경 복원 2단계 완료

6: 유럽-중동 및 남아시아

도로: 1,500 km (61%)
철도: 450 km (37%)
우즈베키스탄 마라칸드-카르쉬 철도 전철화 프로젝트

총 도로: 약 4,000 km 혹은 전체의 49%
총 철도: 약 2,240 km 혹은 전체의 37%
자료: CAREC, Brief: Transport Sector. March 2012, p. 4.

2) 에너지 부문의 협력
CAREC의 에너지 부문 사업으로 진행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총 27개 프로젝트로 약
38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CAREC이 지원한 전체 투자 금액의 약 22%에 해당함.

- CAREC의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다른 에너지 부문의 인프라 사업보다 전력 부문
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짐.
◦ 총 27개의 프로젝트 중 송배전망 프로젝트가 18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긴급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가 4개, 발전소 건축 및 개보수 관련 프로젝트가 4개, 기타 프로젝트가 1개.
◦ 이 중 완료된 프로젝트는 모두 7개로 나머지 프로젝트는 아직 모두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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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REC의 성격별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2001~12년)

(단위: 개)

자료: CAREC 홈페이지 DB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CAREC은 에너지 부문 협력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내의 에너지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에 CAREC의 ‘에너지 지역 협력 전략’을 수립하였고 또 2009년부터는 이에 따른 ‘에너지
부문 행동계획 2010~2013’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에너지 부문 행동계획 2010~2013’
의 후속 계획인 ‘에너지 작업계획 2013~2015’를 수립 중.
- 최근 발표된 2020년까지 CAREC의 사업 추진 계획인 CAREC 2020에서는 ‘에너지 지역 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한 202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대략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제시됨.
국가별로 보면 27개 프로젝트 중에 아프가니스탄 프로젝트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가 7개, 타지키스탄 5개, 키르기스스탄 4개, 우즈베키스탄 2개, 아제르바이잔 1개 순임.

- 아프가니스탄에서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가 많은 것은 2001년에 미국이 벌였던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과 아프가니스탄의 에너지 부문, 특히 전력 부문을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통합하려는 시도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아프가니스탄에서 시행된 8개의 CAREC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 중 6개가 송배전망 건설에 관한 프로젝트.

- 카자흐스탄에서 시행된 7개 프로젝트 중 6개 프로젝트도 송배전망 건설에 관한 프로젝트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적어도 1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송배전망 프로젝트.
- 긴급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장 빈곤한 국가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에서 각각 2개씩 시행되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반복되고 있는 동절기의 에너지 부족 사태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양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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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AREC의 국가별/성격별 에너지 프로젝트(2001~12년)

(단위: 개)

자료: CAREC 홈페이지 DB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무역 원활화 부문의 협력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관세 등을 감소시키는 제도적인 협력과 무역기반 조성에 필요한 무역 인프라
등의 협력이 매우 필요함.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은 높은 운송비용뿐 아니라 각국이 가진 무역제도, 통관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국제 무역운송에 필요한 시간이 예측 불가능하고 길다는 점에서 제한되고 있음(표 3 참고).
- 물류비용과 지체 개선을 위해서는 운송 인프라 개선과 함께 검역체계 및 관세시스템과 같은 무역
원활화 정책수단에 대한 보다 큰 협력의 틀이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CAREC 회원국들은 통과수송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합의, 운송 인프라 구축, 국경 통
관 협력 등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목표로 설정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함.

[표 3] 주요 CAREC 회원국의 국경통관 국제비교
카자흐스탄
순위
수출

키르기스스탄
171

타지키스탄
177

우즈베키스탄
183

아제르바이잔
170

몽골
156

서류 수

9

8

11

10

8

8

시간(일)

76

63

82

71

38

46

3,130

3,210

3,850

3,150

2,905

2,265

비용(USD)
수입

176

서류 수

12

9

9

11

10

8

시간(일)

62

72

83

92

42

47

3,290

3,450

4,550

4,650

3,405

2,400

비용(USD)
자료: World Bank(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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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를 위한 정책에서는 관세행정 현대화와 역내 무역을 증가시키는 바자르에 대한 지원이 진행됨.

- 관세행정 시스템의 현대화 관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에서 진행된 관세행정 현대화 프로젝트들은 이전까지
분산되었던 관세행정 업무를 중앙 집중형으로 개편하였고 신속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됨.
◦ 중국-몽골,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지역에는 공동 관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절차와 시간을 줄이는 프로젝트들도 진행됨.

-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정책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자르임.
◦ 바자르는 국경 무역의 접점으로 사용되는 통로로서 CAREC은 바자르를 역내 무역원활화 수단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2007년 바자르를 통한 무역 규모는 중앙아시아 교역 규모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바자르를 통한 역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은 역내 무역 활성화와 경제협력
의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표 4] 대표적인 국경 무역 바자르
점포 수

월간 매출(백만 달러) 월간 매출(백만 달러) 전체매출 대비
손익분기점
추정치
도매비중

고용
(천 명)

지역고용
대비 비중

바라콜카
(알마티)

15,450

176

211

60

39.9

5.1

도르도이
(비쉬켁)

40,300

301

331

80

54.6

7.8

카라수
(오쉬)

10,200

58

94

80

16.3

3

코르본
(듀산베)

5,430

5

19

30

14.1

7.1

자료: World Bank(2012).

3. 정책 시사점
1) CAREC의 평가
지역협력프로그램으로서 CAREC은 자신의 입지를 조금씩 다져가고 있음.

- CAREC은 1996년부터 초기 협의와 프로젝트에 기초한 제도적 구축기(1996~2001)를 지나 포괄적
인 행동계획(2006년) 아래 섹터별 전략을 가동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진행함.
- CAREC은 지역협력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 등을 섹터별 전략과 행동계획으로 변환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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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다자간 국제기구를 참여시킴으로써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얻어냈고, 전체적으로 역내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역프로그램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임.

[그림 4] CAREC 투자 융자 및 지원 (2001~11년)

자료: ADB(2011), The New Silk Road. Ten Years of the New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Mandaluyong City, p. 120.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2) 운송 협력부문의 시사점
한국기업은 주로 CAREC의 도로건설과 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아시아의 운송인프라
개선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내 건설업계의 중앙아시아 진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2012년 중국의 위안에서 개최된 제11차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도로건설 부문에서
CAREC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중앙
아시아 도로건설 부문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전망할 수 있음.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

- 현지 국가의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 대부분의 경우, 한국 기업이 입찰에서 사업권을 수주하더라도 현지 기업에게 하청을 주어야 하므로, 수
주율을 높이고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입찰 이전에 현지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및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건설부문의 중소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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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건설 부문은 발달하여 경쟁력을 갖춘 반면, 아직 감리나 설계부문의 경쟁력
은 취약한 상태에 있음.
◦ 대부분의 감리․설계 회사들은 규모가 작아서 인력이나 설비의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국내
건설시장이 불경기일 경우에 외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미비한 소규모의 감리, 설계 회사들을 금융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한다면 CAREC 사업과 같은 해외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의 CAREC 운송사업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
출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앙아시아의 CAREC 사업에는 이미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이 진출해 있지만, 현지 제조업 기반
이 취약하고, 특히 자재 및 장비시장이 낙후되어 현지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진행하는 데 커다
란 애로를 느끼고 있음.
- 중앙아시아처럼 산업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하에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무엇
보다도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모델을 추진한다면 과거처럼 통상대표단 파견, 혹은 바이어 초청
등과 같은 소극적이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진출대상 지역의 상황에 좀더 적실
한, 새롭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할 경우에 대기업은 현지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
자재 및 장비 납품을 받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거래비용 및 정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지에
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점을 얻게 됨.
◦ 셋째, 반면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발판으로 해외시장에 좀더 안정적으
로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동시에 대기업의 시장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진출국가에 대한 정보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음.

3) 에너지 협력부문의 시사점
CAREC의 에너지 부문 협력사업이 전력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송배전망 건설사업과
이를 연계한 중전기 부문의 장비 수출, 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사업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중앙아시아 지역내 국가의 전력망 구축사업이 국가간 전력망 연계사업에 앞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초기에는 각국의 국내 전력망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에는 국가간 전력망 연계사업에 진출을 시도.
- 또한 송배전망 건설사업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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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태양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직류고압송전망(HVDC)의 건설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참여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
CAREC 사업의 금융조달 형태에 따라 차관 사업의 경우, CAREC 국가들의 정부 및 전력 부문 국영기
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차관을 받는 사업의 경우, 관련 국영기업이 직접 참여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송배전망 건설 및 개보수를 중심으로 전력 부문의 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CAREC 국가들의 송배전망을 담당하는 국영기업들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
- 카자흐스탄은 국영 전력망 기업인 KEGOC, 우즈베키스탄은 국영 전력회사인 우즈벡에네르고
(UzbekEnergo), 아제르바이잔은 국영 전력회사인 아제르에너지(AzerEnerji)와의 협력을 강화
우리 기업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CAREC은 향후 에너지 부문 협력을 위한 투자 사업에 청정에너지 개발 즉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사업에 집중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 내 에너지부국과 에너지빈곤국이 포함된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확대가 필수적임.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기존의 에너지자원 부국에는 에너지 부문 다각화 사업이며, 에너지 자원
이 부족한 국가에는 중앙아시아의 통합된 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ADB는 2013년까지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총 3,000MW 규모의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와 연관된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CAREC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므로 이 부문의 사업 참여.

- CAREC 2020에서 국내 및 국가간 투자 사업의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업을 지정하였으
며, 현재 CAREC의 ‘중장기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 중에도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관
련된 사업들이 있음.
- 전반적으로 CAREC의 에너지 효율성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이 부문의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무역 원활화 부문의 시사점
한국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IT 기반을 통한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음.

- 이미 한국기업은 몽골의 관세행정 시스템의 구축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지역 각국에서
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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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행정 시스템, 차량 등록 시스템, 무역업자 및 기업 등록시스템 구축에서 한국의 시스템 통합
(SI)업체의 경쟁력은 높으며, CAREC 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음.
바자르의 현대화 부문도 우리기업들이 국내의 재래시장 현대화 작업을 통하여 획득한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임.

- 한국기업들은 수산시장,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시스템 설치로부터 취득한 유무형의 노하우가
많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 바자르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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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남아시아 지역은 국별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고,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동남아 국가 중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고, 베트남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소득국이지만 고용 확대 및 인력개발, 공업화 및 인프라 확충 등 많은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90년대 중반 이후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
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2015년 ASEAN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기존 ASEAN 회원국과 신규가입국인 CLMV(캄
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 간의 역내 개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통합정책과
연계한 개발격차 완화사업 확대중임.
이에 우리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둠.

- 2009년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 및 2011년 한ㆍ메콩 외교장관회를 개최하여 ASEAN 역내 개
발격차 완화에 노력 중임.
- 동남아 지역에 대해 양자간 ODA의 20∼30% 수준을 배분해 왔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6개국
이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ODA 배분에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방향과 기조를 반영함.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원조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별 원조전략이 요구됨.

- 특히 국제적으로 개별 프로젝트 접근보다는 종합적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ODA 협력프로그램 도출이 시급함.
본 연구는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분야별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협력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유망협력분야와 우선
순위를 비교ㆍ검토하고, 성장잠재력이 크고 개발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ODA 추진방향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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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외자주도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ASEAN 역내 개발격차는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불안성이 심화됨에 따라 역내 개발격차 문제는 보다 확대되
고 있음.

- 소득수준에 따라 최빈개도국(LDCs)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가 포함되고, 저중소득
국(LMICs)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고, 고중소득국(UMICs)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분류됨.
- ASEAN 후발가입국인 CLMV 국가의 빈곤지표를 비교해 보면, 하루 2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
이 라오스 76.9%로 가장 높고, 동티모르 72.8%, 캄보디아 57.8%, 인도네시아 53.8%에 달하고
있음.

[표 1] 동남아 주요국의 주요 개발지표 비교
2$/일
이하 인구

1.25$/일
이하 인구

지니계수

기대수명

유아사망율
/1000명
(2008년, %)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동티모르

57.8
76.9
72.8

25.8
44.0
37.2

44(2007)
33(2002)
32(2007)

61
65
61.6
61.1

69.3
47.5
54.7
51.1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48.4
45.0
53.8
11.5
7.8

21.5
22.6
21.4
2.0
2.0

38(2006)
44(2006)
57(2007)
42(2004)
38(2004)

74.4
71.8
70.8
68.9
74.4

19.9
26.5
30.7
12.5
5.9

주: ( ) 안은 조사연도.
자료: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참고.

국가 발전단계가 서로 상이한 동남아 개도국 간의 개발격차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제시됨.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활용해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분석(Business
Portfolio Management)을 이용함.
- 본 연구에서의 개발수요 분석방법은 동남아 국가들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대상국과 상
위 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지수화하여 상위 단계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개발수요를 도
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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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개발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WEF)의 뺷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뺸의

분야별

자료,

UNDP

뺷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뺸의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농업관련 지수를 활용함.

[그림 1] 개발협력 수요분석을 위한 부문별 경쟁력 지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비교분석대상국과 한국과의 개발격차는 해당 공여국에 대한 한국의 공여역량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분야별 개발협력 격차를 나타내는‘수원국의 필요성’과‘한국의 공여역량’을 동시에 고려함.

동남아시아 수원국의 적정 협력분야와 우선순위를 정량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WEF의 국가발전단계 분류법과 UN과 DAC의 기준에 따라 동남아 국가간의 개발
격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득그룹별로 분류함.
- UN이 최빈국으로 분류한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중소득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구성됨.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에 대한 유망협력분야는 경제ㆍ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경제하부구
조, 고등교육ㆍ훈련, 보건 및 초등교육부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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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경제인프라를 비롯해 공업화 과정에서 요구
되는 고등교육ㆍ훈련, 기술ㆍICT, 금융시장발전, 제도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한 동남아 5개국(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
핀)의 수원국 필요성 및 한국 공여역량 지수의 평균치로 분석한 결과 또한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 개발격차 지표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방법

자료: 저자 작성.

동남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공여역량과 수원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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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남아 국별ㆍ부문별 개발수요 분석결과
발전
단계

국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캄보디아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ㆍ훈련, 농업,
보건ㆍ초등교육

환경

기술ㆍICT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동티모르

경제하부구조, 기술ㆍICT,
고등교육ㆍ훈련,
보건ㆍ초등교육

금융시장발전

농업

시장효율성, 제도, 환경

베트남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ㆍ훈련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기술ㆍICT, 농업,
보건ㆍ초등교육

환경

인도네시아

경제하부구조, 기술ㆍICT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교육ㆍ훈련,농업,
환경

보건ㆍ초등교육

필리핀

경제하부구조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고등교육ㆍ훈련,
기술ㆍICT, 농업

환경

5개국 평균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ㆍ훈련,
기술ㆍICT, 보건

금융시장발전

농업

제도, 시장효율성

최빈국

중소득국

평균

주: 필리핀 보건 부문은 수원국필요성, 한국공여역량 지수 모두가 중위값에 해당되어 어느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비포함.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농업 및 농촌 개발에 대한 원조 지원 방향

- 농업 부문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3사분면에 속하여 동남아 국가의 개발수요보다는 우리의 공여역
량이 높은 분야임.
◦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3순위에 불과하지만, 농업 ODA는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
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비교우위가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 농업부문이 동남아 국가경제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비교우위도 높게 나
타나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망협력분야임.
◦ 개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그동
안의 협력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동시에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중요함.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분야

-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은 동남아 주요국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임.
◦ 정량적 분석 결과, 우선순위로 분석된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전략적 패키지형 사업수행체제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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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어서도 공여역량이 높아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상호연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할 것임.
◦ 특히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CLMV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지역개발과 연계되어 빈곤퇴치와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

- 인프라 확충사업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는 유ㆍ무상 통합의 국별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중점지원분야와 유망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
해야 함.
◦ 유상자금협력, 기술이전, 기술협력, 인프라 운영 및 관리,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보증, 보험 및
융자의 확충 등 다양한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민간부문과 연계한 패키지형 사후관리체제 구축에 중점을 둠으로써 원조효과성을 강화시켜야 함.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대한 원조 지원 방향

- 최근 유망협력분야로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과 환경분야 협력는 빈곤감소, 식량
안보,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개발분야와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ODA 유망협력분야
로서 부상
◦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가능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을 주요 대
상으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추진중임.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활용하여 녹색성장 기반 조성
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정책 지원

교육 및 훈련분야에 대한 원조 지원 방향

- 교육 및 훈련분야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고 국가간 격차도 커서 교육단계별로
특화된 개발협력 지원이 필요함.
◦ 교육 및 훈련분야의 경우 아세안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등 및 고등
교육분야에 취약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가 필요함.

- 초ㆍ중등 교육분야의 역량강화 및 교원 양성 지원,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적
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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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
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
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임.
-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협력 수요증가와 함께 원조지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최근에는 전 세계
에서 對남아시아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는 추세임.
◦ 2000년대 이후 남아시아 경제는 동남아시아를 추월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
정성도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對남아시아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효과적인 개발원조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 남아시아는 2010년 기준 KOICA 무상원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방글라
데시, 파키스탄, 네팔은 수원규모 상위 20개국 안에 드는 중요한 원조 대상지역임.
◦ 우리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국가의 실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하에서 ODA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남아시아 ODA 추진방안을 모색하

고자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정량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중점협력 대상 분야를 선정하였음.
◦ 4개국 9개 분야별 개발협력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화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공식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분, 도출하였음.

-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각 중점협력 분야별로 원조국의 현황,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해당 분야
원조 동향 등을 검토하고, 각 분야별 한국형 ODA 모델1)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다음, 적합사업
을 제안하고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음.

1) 우리나라 각 분야 발전경험과 ODA 지원경험을 통해 가장 공여능력이 높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국
무총리실 주도로 수립됨. 경제일반,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등 총 12개 분야, 147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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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가별 중점개발협력 분야 도출
협력분야의 우선순위는 수원국의 필요성과 공여국의 공여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다음, 두 부문이
모두 높게 평가될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 필요성 측정은 ODA 수원국인 분석대상국가와 비교대상국 간, 공여능력 측정은 공여국가인 한국
과 분석대상 국가 간의 협력가능분야별 지수 격차를 측정하여, 격차가 클수록 각각 필요성과 공여
능력이 큰 것으로 간주하였음.

[그림 1] 중점협력 국가 및 분야 도출을 위한 분석 프레임

자료: 저자 작성.

세계경제포럼이 제공하는 소득수준 및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국가의 비교대상국을 선정하
고, 두 집단 간의 격차를 측정하여 필요성 및 공여능력을 도출

- 분석대상국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를, 소득 및 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스리랑카는 태국, 말레이시아를 비교대상국가로 선정하여 필요성을 측정
- 중점협력분야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분야별 지수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성과지수(EPI)
△FAO의 농업부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도, 보건, 경제하부구조, 시장효율성, 금융시장발
전,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ICT, 환경, 농업 등 총 9개 협력가능 분야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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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를 우선지원(1순위), 필요성은 높지만 공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
은 분야를 차순위지원(2순위),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여능력이 큰 분야를 잠재지원(3순위),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를 지원유보분야로 규정하여, 국가별 분야별 중점협력분야를 아래
와 같이 도출하였음.

[그림 2]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도출 결과

자료: 저자 작성.

2)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환경 분석
(1) 분야별 현황 및 특성
[경제하부구조] 4개국 정부가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파키스탄의 경우, 교통인프라 및 전력 부문 개발은 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특히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국가무역회랑(NTC: National Trad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마련하
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도 높음. 그러나 투자의 폐쇄성으로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발전수준은 파키스탄 다음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력생산의 90%를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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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함. 특히 강이 많은 지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항만, 내륙
수상 교통 및 컨테이너 시설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스리랑카는 섬나라의 특성상 남아시아 국가 중 항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도로도 국토의 70%를
커버할 만큼 발전수준이 높음. 전산화 등을 통하여 기존에 구축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네팔은 산간지형이 많아 교통인프라가 특히 취약하여 정부가 도로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역량 부족으로 외국 ODA 의존도가 60% 이상임. 또한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99.6%에 달해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개발과제임.
[기술 및 ICT] 4개국 모두 국가전산화를 추진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나, 투자가 부족하여 전반적
인 개발 수준이 낮음.

- 파키스탄은 정부의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 및 동 분야 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조만간 보급률 100%를 달성할 전망이나, 인터넷 서비스는 2005년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
계임. 하지만 정부가 ICT 주도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 스리랑카는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고 ICT 장비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이 높아, 새로운 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임. 정부도 스리랑카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e-Sri
Lanka 로드맵’을 마련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네팔은 산악지형의 한계로 유선시장이 미개발된 반면,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체 투자 역량이 낮음.
[교육 및 훈련] 남아시아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높지 않으나, 스리랑카와 네팔의 경우, 정부가 교육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식자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파키스탄 15세~24세 인구의 식자율은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낮은데, 남자의 식자율도 68.6%에 불
과하나, 여자는 40.3%로 매우 낮음. 초등교육 입학률은 95%지만, 중등교육 진학률은 35%밖에
되지 않는 등 상급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과정 이수 학생이 현저히 줄어듦.
- 방글라데시는 중등교육 입학률이 51%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학생 입학률이 오히려
남학생 입학률을 추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식자율도 15~24세 인구 전체는 77%인데, 여자가
78.5%로 남자의 75.5%보다 높음.
- 스리랑카는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이 각각 98.7%와 104.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수율도 높음.
정부 지출 중에서 교육부문 지출의 비중도 8.1%로 높음. 이에 따라 15세~24세 인구의 식자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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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음.
- 네팔은 정부 전체 지출 중 교육부문에 20.2%를 할당하는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그
결과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은 83.1%로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높음.

(2)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이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세계은행, ADB 등을 중심으로 경제하부구조, 교육,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 및 ICT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음.
[경제하부구조] 남아시아 주요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
한 목표는 인프라 구축인바, 이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중 많은 부분이 경제하부구조 부문에
할당되어 있음.

- 동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
탄, 네팔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2006년~10년 연평균 34.4%, 32.1%, 31.5%의 증가율을 기록
- 최근 국제사회의 對파키스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항만, 수로, 도로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방
글라데시에서는 낙후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간 인프라 연결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
고 있음. 네팔도 세계은행 자금으로 낙후지역 도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임.
[기술 및 ICT] 비중과 규모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임.

- 규모와 비중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10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전체 ODA 대비 ICT 분야의 비중
이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100만 달러 선에 머물러 있음.
◦ 최근 5년 국가별 ICT 분야 ODA 평균 규모는 방글라데시가 약 2,600만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음. 이 밖에 스리랑카 290만 달러, 네팔 140만 달러, 파키스탄 80만 달러 순으로 이어졌음.

- 하지만 남아시아 정부들이 ICT를 통한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세계은행 등 국제
원조기관들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ICT 개발을 통해 해당 및 연관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정부와 민간의 ICT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교육 및 훈련]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분야 ODA 규모는 기술 및 ICT 분야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프라 분야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적고 매년 변동 폭도 큼.

- 2010년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ODA 대비 교육 분야의 ODA가 9% 이상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개년(2006~10년) 연평균증가율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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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스리랑카가 각각 -1.0%, -4.9%, 18.6%, 1.2%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교육분야 ODA는 꾸준히 증가 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급격히 등락을 거듭하는
일정치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동 분야 ODA 지원 규모가 큰 파키스탄의 경우 2007년 4억 7,000만 달러, 2008년 2억 1,000만 달러,
2009년 12억 달러, 2010년 4억 8,000만 달러가 지원되었음. 이처럼 불규칙적인 지원 추세는 기타 남아
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남.

-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주요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세계은행, ADB
등의 지원은 대체로 초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세부적으로는 초등교육 입학률과 이수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지역별ㆍ성별 교육기
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있음.
◦ 일부 사업들은 해당 국가의 교육개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원조를
지속하고 있음. 지원 기간은 짧게는 1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4~5년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
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3)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
[경제하부구조] 한국 ODA의 5개 핵심분야 중 하나로, 한국의

남아시아 ODA는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방글라데시의 경우 한국의 ODA 규모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분야 ODA 규모는
2006년 이후 연평균 지원액 8,000만 달러, 증가율이 37.4%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인프라 지원 규모는 2007~08년간 쓰나미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만 달러에 그쳤고, 네팔과 파키스탄의 경우에
도 각각 2008년과 2007년에만 4,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기술 및 ICT] 우리나라의 지원규모는 미미하지만 향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보아야 할 분야임.

- 기술 및 ICT 분야의 경우, 2008년 한국이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 각각 4,600만 달러, 730만 달
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원규모가 모두 100만 달러 이하로 집행되었음.
◦ 가장 많이 지원된 방글라데시도 5년간 총 5,000만 달러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절대적인 지원
규모가 작은 편임.
◦ 각국별 ODA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아도, 기술 및 ICT는 2010년 기준으로 모두 3%대 이하에
그쳐, 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기술 및 ICT 분야가 원조사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ICT는 남아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
로, 우리나라는 이미 2008~09년 남아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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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됨.
[교육 및 훈련] 우리나라 ODA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매우 적으나, 대부분 무상원조 자금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 방글라데시 교육 및 훈련 분야 사업은 2007~09년 이루어진 국가 직업훈련 및 공무원 역량강화
두 건의 사업에 전체 ODA의 51.8%가 지원되었고, 최근에도 e-Learning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미 교육부문 발전 수준이 높은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은 미개발지역 교육기관 설립과 직업훈련
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2009년을 제외하면 스리랑카 교육분야 ODA 비중은 전체의
10%를 넘지 못했음. 반면 네팔과 파키스탄의 경우 2010년 총 ODA 중 교육분야 ODA가 각각
68.7%, 45.7%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3. 정책 제언
1)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1) 남아시아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세계 최대 빈곤지역으로 개발협력 집중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전세계 최빈국 49개국 중 33개국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 최다 최빈국 지역
이라면, 남아시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준의 1인당 GDP인 약 1,400 달러 인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보다 두 배나 많은 16.5억 명이 존재하는 세계 최대 빈곤인구 밀집지역임.
-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중저소득국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최빈국 지원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것임.
남아시아 성장잠재력과 인접 고성장 국가를 활용하는 개발협력

- 2000년대 들어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05년 골드만삭스는 BRICs를 이을 차세대 신흥국가
인 ‘넥스트11’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시킴.
- 특히 남아시아는 다른 최빈국들과 달리 역내 고성장 국가인 인도는 물론 중국, 아세안 등 다른
고성장 국가 및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의 고성장과 연계한 개발협력을 전개할 경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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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남아시아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

- 같은 남아시아 국가이지만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와 약 600달러에 불과한
네팔 등 소득격차가 크고, 산업의 발전단계는 물론 내륙국의 문제 등 발전 장애요소도 각각 달라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을 전개해야 할 것임.

(2)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개발협력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및 규모의 경제화 추구

- 원조 및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조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족한 역량을
우선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함. 대남아시아 기존 원조사업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원조의 적절성,
효과성, 영향력에 비해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들 부문
에 대한 역량강화가 우선 필요함.
-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고, 1991~2010년 대남아시아 유상원조 및 무상 프로젝트 원조 평균
지원규모가 각각 약 2,400만 달러와 170만 달러로 소규모 원조사업이 지나치게 많아 사업 중복,
행정적 비효율성 발생의 여지가 큰 점을 개선해야 할 것임.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연계 및 프로그램화 강화

-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까지 본격 추진되고 있어 분절화의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협력 사업 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원조사업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개별 사업을 패키
지화하는 원조의 프로그램화를 추구해나가야 할 것임.
수원국 주인의식 및 국제사회와의 원조 조화 강화

-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와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원조에 대한 주인의식도 강해 수원국의 사업추진 시스템, 입찰제도,
절차 및 과정 등과의 조화는 물론 다른 원조 공여기관 및 국가와의 조화가 필요함.

(3)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 구축
남아시아 국가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4개국이 이미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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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임. 반면 동남아, 아프리카, 심
지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협의체도 구축되어 가동 중임.
이를 통해 남아시아 소지역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SASEC(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는 인도와 다른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개발
협력 공조, 규모의 경제화, 효율성 제고, 민간참여 촉진 및 시행착오 축소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2)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방안
(1) 국가별 분야별 중점협력 프로그램
정량분석을 통해 선정된 국별 중점협력 분야와 분야별 원조환경,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우선 적용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방글라데시의 중점협력 분야 중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한국형 ODA 모델 중 경제일반 부문 20개,
국토건설 부문 19개, 산업/에너지 부문 12개 프로그램 각각을 방글라데시의 개발특성과 원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 개발, 경공업 육성지원, 전력인프라 프로그램
이 우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및 ICT 분야와 교육 및 훈련 분야에는 각각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나
머지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의 중점협력 분야 우선 적용 가능 프로그램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
여 도출하였음.

[표 1] 남아시아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및 우선 적용가능 프로그램
국가

중점협력 분야

우선적용 가능 프로그램

경제하부구조

전력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육성 지원

교육훈련

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육성

보건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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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국가

중점협력 분야

우선적용 가능 프로그램

경제하부구조

전력인프라 구축
경공업 육성 지원
산업단지 개발

기술/ICT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방글라데시
교육훈련

기능인력 양성

경제하부구조

경제자유구역 운영
녹색도시 정책
녹색산업 육성

기술/ICT

폐기물처리 및 관리
녹색 R&D 기반 구축

스리랑카
교육훈련

기능인력 양성

경제하부구조

다목적댐 개발
공항인프라 구축
역사문화도시 조성 계획

네팔
교육훈련

기능인력 양성

보건

응급의료체제 구축

자료: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방글라데시 ICT 개발사업 사례
방글라데시 ICT 개발부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4건의 유상원조와 2건의 무상원조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하였으며, 추진내용 및 방식은 [그림 1]과 같음.

[그림 1]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ICT 개발협력 기존 추진방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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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글라데시 ICT분야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사업을 선정,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임.

- 프로그램형 접근법으로, 방글라데시의 ICT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즉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차원에서 사업을 설계
- 양국간 원조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무상 원
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물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부문 등의 자금, 기술 및 관련
지원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 원조에서 나아가 개발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사전 조사와 함께 가장 합리적으로
각각의 ICT 개발과제를 분담하는 한편, 방글라데시 ICT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

[그림 2] 새로운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ICT 개발협력 추진방식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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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인 중남미는 최근 들어 안정적 경제성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에 힘입
어 신흥시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협력 대상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중남미지역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남미와 경제협력 사업을 활발
하게 추진해오고 있음.

- 그 결과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흑자 시장, 자원개발 시장, 건설ㆍ플랜트 시장으로
부상했음.
이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그간 개발협력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음.

-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이 빈곤층에 있으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임.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남미 지역에 대해 양자간 ODA의 약 10%를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점
협력국으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4개국을 지정하여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별협력전
략(CPS)을 작성하고 있음.

그러나 중남미에 대한 ODA는 수원국의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정
상이나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겨냥한 일회성 성격의 지원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개발수요가 높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개발수요
에 입각하여 중점협력분야별로 유망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를 도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지원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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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제2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음.

- 첫째,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남미 각국의 재정능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ODA 자금
운영 및 지원 분야 결정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입김이 세지고 있음.
- 둘째, 중남미 국가들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수원국으로서 중남미지역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인 24개국이 상위중소득국과 고소득국에 해당되어 ODA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셋째, 전 세계에서 수원국으로서 중남미지역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남협력은 증가추
세에 있음.
◦ 전체 남남협력 사업 중 80%는 쿠바,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이 주요 공여국임.

- 넷째, 중남미지역의 MDG 달성은 초등교육 이수, 산모 사망률 개선, 안전한 식수 보급 등 일부
목표를 제외하고는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섯째, 분야별로 대중남미 ODA 지원은 사회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사회분야 중에서도 정부 및
시민사회, 교육, 인구프로그램 등이 인기있는 지원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유럽발 재정위기로 전통적인 대중남미 공여국이었던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지원이
감소 추세에 있음.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음.

-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
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했음.
◦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음.
◦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 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 중소득
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됨.

-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 수요를 추정했음.
또한 우리의 공급능력과 수원국의 수원능력을 반영한 실현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
정했음.
-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
었음.
◦ 그러나 이 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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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분야로 선정
했음.
◦ ICT분야의 경우 우리의 공여능력도 높고 중남미 국가들의 개발 수요도 높아 분석대상 7개국 모두에서
제1순위 협력분야로 선정되었음.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 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 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
고 시사점을 도출했음.

- 먼저 중남미의 환경 분야 ODA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속가능한 환경이 글로벌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이 직면한 환경 이슈(천연자원 보
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개발 의제들과 환경의 연계
성(환경주류화)으로 인하여 대중남미 다자 및 양자 환경 ODA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둘째, 중남미 국가들이 지역 차원의 환경 구상을 발전시키면서 기존의 다양한 환경관련 국제협정들을
보완하고 있음.
◦ 셋째,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볼 때, 중남미지역 환경 ODA 수요 및 공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넷째, 주요 7개국 국가개발계획을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한 개발의제이자 주요 ODA 수원
및 공여 분야로 확인되었음.
◦ 다섯째, 공여국의 환경분야 ODA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중남미지역 환경부문이 중요한 다자 및
양자 ODA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여섯째, 다자기구의 대중남미 환경 ODA의 경우에는 기관별 특성에 입각한 공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차별
적인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성 프로젝트보다는 환경정책 및 관리에 집중하는 경
향을 보였음.
◦ 마지막으로 주요 공여국의 대중남미 환경 ODA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공여국은 국가 이익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거나 전문성이 높은 분야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보였음.

- 다음으로 중남미의 직업훈련 분야 ODA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첫째, 각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부문에서 직업훈련 수요가 높음.
◦ 둘째, 현재 실행 중인 직업훈련의 교육내용이 산업 부문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높았음.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기술이 부족해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 마지막으로 중남미 ICT 분야 ODA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남미 각국의 ICT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ICT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특히 국별로 전자정부
활용 격차가 커 전자정부 도입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둘째, 대중남미 ICT 분야 ODA에서 한국의 지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요 공여국
중에서는 캐나다나 스페인의 지원이 눈에 띠기는 하지만 지원규모는 우리나라의 1/2, 1/9 수준에 불과
했음.
◦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스페인의 경우 ICT 분야 지원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육 및 농업분야와 연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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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
지원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음.

- 먼저 최근 5년간(2006~10년) 한국의 대중남미 ODA는 규모 면에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비중 면
에서는 10% 미만으로 여전히 미미한 편임.
- 국별로 최근 5년간 대중남미 원조는 니카라과(평균 884만 달러), 페루(737만 달러), 파라과이(583
만 달러), 도미니카 공화국(541만 달러), 온두라스(498만 달러), 볼리비아(438만 달러) 순으로 지
원되었음.
◦ 문제는 작은 규모의 원조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없이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에 소규모 형태로 분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분야별로 대중남미 ODA는 보건 분야가 3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ICT(17%), 경제하부구조
(14%), 제도 및 사회인프라(11%), 교육(10%), 농림수산업(4%) 등이 잇고 있음.
- 여기서는 대중남미 원조가 갖고 있는 이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함.
◦ 첫째, 중남미 국가에 대한 한국의 ODA 지원 규모가 작고, 다수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 지원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 내용을 단계적 확대하여 개발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함.
◦ 둘째, ODA 지원 형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단기 연수생 초청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관련 원조 사업 및 개발조사사업 등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기술협력 체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시 겪고 있는 물리적‧문화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의 다원화가
필요함.

3. 정책 제언
1)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10개 형태로 정리함.

-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함.
-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필요함.
- 셋째, 언어적ㆍ문화적ㆍ법적ㆍ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
전략 추진이 필요함.
- 넷째, 중남미 경제통합별로 상이한 이념적ㆍ경제적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351

◦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됨.

-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여섯째, 중남미 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필요함.
-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KSP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야별 협력 방안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환경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 환경분야 ODA 후발주자로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중남미지역에서 처음 시행했던 에콰도르 환경정책사업(2010
년)을 지역 전체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사업을 실시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하고 있는바, 이를 중남미지역에 전수할 필요가 있음.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분야 다각화

- 대중남미 환경 ODA 추진 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닌 환경기술지원이나 환경교육 및 훈련
중심의 지원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중남미지역에서 환경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지원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성과는 부족하지만, 동
남아지역에서 이미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중남미 여건에 맞게 수
정하여 이식할 수 있을 것임.

- 중남미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행정/관리 및 환경보호연구개발 일변도에서 벗어
나 생물권역 보호, 생물다양성, 자연문화유산 보호, 홍수 방지 및 대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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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 중남미지역에 대한 지식과 개발경험이 풍부한 개발은행과 공동으로 환경 ODA 협력 제고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IDB 특별기금 형태로 ‘대중남미 Korea 환경기금(가칭)’의 설
치를 제안함. 이 기금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대개도국 녹색 ODA 기금 확충’을 이행하
는 방안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음.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 중남미 역내 선진 개도국, 선진 및 신흥 공여국들과 공동으로 환경 ODA 사업을 실시하는 삼각협
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남미지역은 지역환경장관포럼을 통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선진 개도국은 물론 개발경험을 축적한
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확대를 중시하고 있음.

(2) 직업훈련
수원국 전략산업 부문의 교육훈련사업

- 현재 중남미 국가들이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 부문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온두라스는 오프쇼어 서비스업, 농식품, 임업, 관광업, 콜롬비아는 농업, 광업에너지,
교통통신 인프라, 주택, 혁신기반산업, 볼리비아는 지역별로 특화된 광물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임.
삼각협력을 통한 한ㆍ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현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남미
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안정된 칠레에 산업기술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중남미는 언어나 문화가 유사하고 역내에서 전문 인력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양성한 인력을 다른 국가에서 활용하기가 용이함.
-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발전된 칠레에 삼각 협력을 통해 산업기술훈련센터
를 건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면 한국기업이 소재한 국가나 현지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국가에서 이
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투자환경이 가장 좋고, 교육수준도 높으며 중남미 저소득 국가에
대해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삼각협력을 실시할 여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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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강화사업

- 현재 중남미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사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직업훈련 교육내용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포함하지 않아 교육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산업계의 필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신의 기술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
계와 연계해 교사들을 교육하는 과정을 주요 대학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사들에게 최신의 전
문기술을 교육하는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음.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의 일환으로 진출기업이 주력하는 산업 분야에서 현지인을 대상으
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의 CSR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직업훈련 분야 원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직업훈련이나 중남미 국가에서의 원조활동에 경험이 있는 정부 원조기관과 공동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개발은행(CABEI), 안데스개발공사(CAF) 등의 중남미 지역 개발은행은 자
체의 자금이나 회원국의 출연 기금을 이용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원조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함.
- 따라서 중남미의 전문가 그룹인 이들 지역개발은행과 공조하여 효과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 할 수 있음.

3) ICT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 중남미 각국이 직면한 ICT 산업의 환경에 맞추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
함. 중남미 각국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ICT 관련 R&D 기관임.
- 따라서 중남미 각국의 ICT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개발의 주역인 싱크탱크를 지원하
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
-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우선적인 협력대상국은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
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7개국임.
- 재원은 일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ODA 자금을 활용하되 IDB의 신탁기금이나 CAF의 자금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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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기술(ICT)과 칠레의 풍부한 자원을 연계한 ‘ICT 융합형 산업협력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남미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인 칠레는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ICT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한국의 앞선 ICT 융합 기술과 경험을 칠레의 농업, 수산업, 산림, 광업, 재생에너지 등 자원산업
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칠레의 산업고도화를 지원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양국이 공동 개발한 ‘ICT 융합형 산업협력 모델’은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산업고
도화에 고심하고 있는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자원부국들과의 협력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동아시아ㆍ중남미 협력포럼(FEALAC) 차원의 ICT 협력프로그램 주도

- 동아시아ㆍ중남미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은 출범
이후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 간 상호 관심을 가진 협력사업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지역간 협의체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양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의
미에서 중남미와 동아시아 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디지털 정보기술부문의 협력
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크게 디지털 격차 해소, e-Learning 시스템 구축,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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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원조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므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ㆍ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
에는 4.5억 달러를 상회함.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분
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도출함.

- 중점 협력국가에 대한 ODA의 기본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이 수립되었지만,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한 결과,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
자원 4대 분야가 도출됨.

- 본 연구에서는 해당국가의 분야별 상대적 격차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욕구의 크기’로 해석
하고 이를 ‘개발수요’라고 정의하였음.
아프리카에서 녹색혁명이 어려운 요인은 자연 지리적 요인, 산업 정책적 측면, 아프리카 농업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임.

- 아시아는 소수의 주식작물(쌀과 밀)을 대상으로 다수확 신품종 개발과 관개시설 확충, 그리고 비
료사용 확대를 통해 식량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으나,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옥수수 등
곡물 이외에도 카사바, 얌(고무의 일종), 감자 등 뿌리작물을 주식으로 하는 복잡한 농업형태를
띠고 있어 농업혁명을 획기적으로 이루어내기에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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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프리카의 빈곤해결을 위해서는 농업 발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범아프리카 차원의 농업발전 청사진인 ｢포괄적 아프리카농업개발프로그램｣(CAPP)을 추진함.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는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부문에 전이됨으로써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

- 아프리카는 ‘자연경제(natural economy)’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은데다가 ‘환경관리 능력’을 제
대로 갖추지 못해 각종 ‘환경위험’에 속수무책인 상태임.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워낙 크게 낙후되어 있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됨.

- MDG 지표상에는 인프라와 관련하여 수자원ㆍ위생 분야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
에도 전력, 교통, 통신 등 기초 인프라 서비스는 교육, 보건, 양성평등, 환경 등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s)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MDG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됨.
- 내륙국가인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불릴 정도로 투명성이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도
양호하지만, 낙후된 인프라가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함.
오늘날 아프리카는 과다한 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적자본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개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질적으로 향상된 인적자본은 국민적 자립과 국가역량 배양은 물론 산업화 달성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원천임.

3. 정책 제언
1) 농업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기술협력이나 역량배
양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
양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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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신적 동기를
함께 부여해야 함.

-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고 의약품과 교육기자재 등을 나누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의 정신
을 일깨워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역량을 배양하는 원조가 더욱 중요함.
- 마을운동 경험을 우리 고유의 개발자원(development assistance resource)으로 활용하여 후발 공여
국으로서 ODA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는 상대방의 협력입장과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 새마을운동 전수는 사회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나 정서, 생활양식과도 연계된 사업이므
로, 상대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농촌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함.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 아프리카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산물 가공 훈련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농가공 산업육성을 지원해야 함.
소규모 관개시설을 통한 농업 인프라 지원

-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이므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관개
시설 지원이 필요함.
-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
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를 지원해야 함.
-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을 고려하여 빗물을 저장하였다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관개시설 설치가 필요
함(밀폐형 물 저장시설 등과 같은 빗물 저장기술을 사용).
- 아프리카 소농들은 전기를 거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력을 이용한 관개시설을 지원해야 함(중력
을 이용한 관개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농부의 발을 이용한 저가의 페달식 소형 양수기 사용
등을 검토).
- 최근 태양광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관개기술이 아프리카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태양열을 이용한 관개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농작물 저장시설 지원

- 아프리카는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이 크므로, 농작물 저장시설 지원이 중요함.
◦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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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도 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토지여건이 맞는 습지대나 관개지역을 중심
으로 쌀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쌀 저장시설 지원을 검토해야 함.
◦ 쌀농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간의 혼혈인종으로 구성된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후 물이 부족한 고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아프리카 쌀(NERICA: New Rice for Africa)’
이라는 신품종이 보급되면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2010년 현재 NERICA는 서부, 중부, 동부 지역의 30만ha에서 재배 중임.

2) 환경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

-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
강화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크게 부족함.
◦ 남아공 등을 제외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담당조직
간의 업무 분장도 명확하지 않는 등 환경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함.
◦ 콩고(DRC)는 장기간 지속된 내전과 사회 혼란으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통계자료조차 구비되
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또한 국가 행정부처 내에 환경에 대한 권한이 중복된 경우가 많아 부처 간 의견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

-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을 통해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
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
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환경 분야별 관리정책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환경 마스터플랜을 지원
해야 함.
◦ 우리나라는 압축 경제성장과정에서 많은 환경문제를 경험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ㆍ제도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였음.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을 통한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로 인해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됨.
◦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함.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

-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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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소각로 및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등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강화해야 함.

3) 인프라
태양에너지(태양광)

-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자원은 태양에너지이므로, 유상원조를 통해 지원해
야 함.
◦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함.
◦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함.

바이오에너지

- 아프리카 농촌 주민들은 소득수준이 극히 낮기 때문에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값비싼 화석연료
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야 함.
- 아프리카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인 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하게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함.
-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야 함.
송전망 사업 지원

- 송전망 사업은 사업 단위가 크므로 무상보다는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선진 공여국 또는
국제개발금융기관(MDB)과의 협조융자 형태로 추진해야 함.
-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MDB의 양허성 자금과 협조융자를 통해 탄자니아 송전망 확충 사업을
지원한 바 있음.
◦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원조자금(EDCF)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4) 인적자원개발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

-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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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
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함.
◦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을 둔 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함.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

-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 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임.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지원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대학, 르완다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 등 각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함.
◦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ODA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
화해야 함.

- 정부 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담보
하기 어려움.
- 선진 공여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음.
◦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
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파트너십 메커니즘 마련이 필요함.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별 다른 양자, 다자원조기구와 지원 현황
을 파악하여 지원 중복과 분절화를 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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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접근

- 상하수도 분야는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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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혁·개방 이후‘세계의 공장’이라 불린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우위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노무환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최근 2~3년간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무관련 법
제도 역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음.
- 동시에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외자기업들의 생존
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변화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많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건비 등 비용 측면을 꼽고 있음.
- 중국의 노무환경이 급속하게 변하자 일부 기업들은 한국으로 U턴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동남
아 등 지역으로 P턴하고 있으며, 또 일부 기업들은 일본으로의 우회전을 택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
일변도에서 투자지역 다변화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음.
중국의 노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환발해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노무환경의 변화,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경영환경 악화요인으로 꼽고 있는 임금상승에 대해 살펴봄.

- 노무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에 대해 문헌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요인이
임금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도 수행함.
- 뿐만 아니라 기업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임금인상, 노동관련 법제도 강화 등 노무환경의 변화가 현
지 진출 한국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함.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환발해지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기업의 투자입지
결정, 생산기지 이전, 대응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함께 통계분석, 계량분석, 현지조사를 통한 기업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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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노무환경 변화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를 초래한 원인에는 인구구조의 변화,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의 고갈, 산업구조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물가상승, 정부정책의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그간의 공업화와 도시화 추진에 따라 대량의 농촌 인구가 도시 공업부문으로 흡수되면서 농촌의
잉여노동력, 특히 동부 연해지역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이제 고갈상태에 이르러 인력난과 임금인
상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음.
-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대졸 이상의 고급인력이 많아지면서 공급과잉 상태에 이른 반면, 연해
지역 제조업은 주거비를 비롯한 생계비의 상승과 3D 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인력난에 직면하여,
노동력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아직까지 증가 추세에 있어 당분간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거나 인력난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이나, 2020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1980년대 초부터 실시된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그때부터 가시화될 것이기 때
문임.

-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도 인력난 및 임금상승을 초래한 원인임.
￮ 2000년 이후 2차 산업 취업자 비중은 4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1차 산업 취업자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이 이를 흡수하면서 산업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정부정책과 물가상승이 임금상승 및 인력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은 거의 정부정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하고
있음.
- 거의 모든 모델에서 정부정책은 유의도 1% 수준에서 최저임금에 정(正)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적 효과 또한 매우 큼.
- 평균임금의 경우 물가상승이 제일 중요한 결정적 요인인 이외에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도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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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저임금 결정요인 회귀분석: 전체 기간
모델 (1)

모델 (2)

모델 (3)

FE

RE

FE

RE

FE

RE

인구구조

0.177
(0.89)

0.144
(0.77)

0.197
(0.93)

0.176
(0.88)

0.189
(0.94)

0.146
(0.77)

산업구조

-0.238
(-0.79)

-0.132
(-1.50)
0.046
(0.70)

0.059
(1.23)
-0.303
(-0.85)

-0.184
(-1.39)

잉여노동력
교육수준
물가

0.693
(1.35)

0.888
(1.96)**

0.761
(1.48)

1.070
(2.47)**

0.782
(1.51)

0.991
(2.26)**

수출의존도

0.028
(0.26)

-0.033
(-0.64)

0.034
(0.32)

-0.046
(-0.94)

0.048
(0.45)

-0.028
(-0.54)

노동쟁의

-0.031
(-1.20)

-0.034
(-1.39)

-0.030
(-1.17)

-0.038
(-1.55)

-0.031
(-1.22)

-0.036
(-1.48)

정책더미

13.105
(7.32)***

12.637
(7.58)***

13.189
(7.39)***

12.458
(7.49)***

13.191
(7.40)***

12.584
(7.55)***

지역더미

omitted

0.047
(0.02)

omitted

-0.826
(-0.39)

omitted

0.533
(0.23)

상수항

12.548
(0.91)

10.369
(2.64)***

1.920
(0.47)

5.503
(1.95)*

4.435
(0.90)

6.060
(2.20)**

0.476

0.495

0.464

0.491

0.460

0.494

100

100

100

100

R

2

관측치

100

Hausman Test

0.977

0.949

100
0.958

주: 1) 모델 (1)에서는 산업구조를, 모델 (2)에서는 잉여노동력을, 모델 (3)에서는 교육수준을 차례로 통제하였음. 세 변수간 상관관계가 너무 강해 그중
하나를 택해 세 가지 모델을 검토한 것임.
2) ( ) 안의 수치는 t값 혹은 z값임.
3) Huasman test값은 p값임.
2
2
4) FE와 RE 모형에 대한 R 값은 overall R 값임.
5) *, **, ***은 각각 유의도 10%, 5%, 1% 수준을 가리킴.
자료: 저자 작성.

[표 2] 평균임금 결정요인 회귀분석: 전체 기간
모델 (1)

모델 (3)

RE

FE

RE

FE

RE

인구구조

-0.149
(-1.86)*

-0.210
(-2.54)**

-0.146
(-1.67)*

-0.194
(-2.18)**

-0.153
(-1.85)*

-0.222
(-2.67)***

산업구조

-0.370
(-3.04)***

0.039
(1.01)
0.051
(1.87)*

-0.003
(-0.15)
-0.342
(-2.34)**

0.081
(1.39)

잉여노동력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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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모델 (1)

모델 (2)

모델 (3)

FE

RE

FE

RE

FE

RE

물가

0.427
(2.06)**

0.388
(1.94)*

0.516
(2.41)**

0.327
(1.71)*

0.541
(2.54)**

0.373
(1.93)*

수출의존도

-0.052
(-1.21)

0.001
(0.03)

-0.044
(-0.98)

0.007
(0.34)

-0.027
(-0.61)

-0.005
(-0.21)

노동쟁의

0.007
(0.63)

0.009
(0.86)

0.008
(0.73)

0.011
(0.99)

0.006
(0.61)

0.009
(0.88)

정책더미

-0.036
(-0.05)

0.253
(0.34)

0.111
(0.15)

0.343
(0.47)

0.112
(0.15)

0.230
(0.31)

지역더미

omitted

1.618
(1.67)*

omitted

1.892
(2.02)**

omitted

1.271
(1.24)

상수항

31.753
(5.69)***

11.277
(6.50)***

15.315
(8.98)***

12.559
(10.06)***

18.150
(8.97)***

12.575
(10.37)***

R2

0.010

0.182

0.096

0.173

0.008

0.190

관측치

100

100

100

100

100

Hausman Test

0.060

0.000

100
0.000

주: 1) 모델 (1)에서는 산업구조를, 모델 (2)에서는 잉여노동력을, 모델 (3)에서는 교육수준을 차례로 통제하였음. 세 변수간 상관관계가 너무 강해 그중
하나를 택해 세 가지 모델을 검토한 것임.
2) ( ) 안의 수치는 t값 혹은 z값임.
3) Huasman test값은 p값임.
2
2
4) FE와 RE 모형에 대한 R 값은 overall R 값임.
5) *, **, ***은 각각 유의도 10%, 5%, 1% 수준을 가리킴.
자료: 저자 작성.

2) 기업의 대응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기업사례 조사 결과 환발해지역 진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또한 중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 추구 의식이 향상되면서 임
금 인상을 요구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장직 노동자들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음.
- 게다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신노동계약법의 실시로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성실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많은 기업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
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노사관리에도 고충을 겪고 있었음.
이처럼 중국의 노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음.

-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인원과 주재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인력전문회사나 마을회관, 교도소 등을 적극 활용
하고 있으며, 직업학교와 협력하여 직접 인재를 양성하여 채용하는 회사들도 있음.
- 또한 성과보상제, 과업성과급제도 등으로 이직률을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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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강화하고 있음.
- 기계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거나 중국 로컬기업에게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에 대처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음.
- 이에 반해 아직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도 몇몇 있었음.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노동생산성 향상, 아웃소싱, 생산기지 이전, 내수시장 공략, 인사관리
시스템 조정,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도 중요시하고 있음.
- 철저한 성과보상제를 실시하고 중국직원과의 단합을 강화하는 등의 인사관리시스템 개선에도 적
극적임.
-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와 인력부족에 대응하고자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동남아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중인 기업들이 많았으나 동남아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었는데, 이는 최근 동남아도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동남아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물류여건이 좋지 못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
지 않았음.
￮ 이 밖에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기업들도 있었으며, 개선공단 등 북한으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음.

[표 3] 기업사례 종합
기업명

노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

대응방안

향후 계획

- 인력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
-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음.
- 인사관리시스템을 조정하여 중국인을 책임자로 내
랴오닝성
- 주재원 수를 줄이거나, 장기 출장
- 신노동법의 실시로 근무태도가 불량
세움.
A사
의 명목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
한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음.
- 내수비중을 확대하려고 하나 가격경쟁력이 낮아
현실적으로 힘듦.
랴오닝성 - 임금 상승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이 - 성과보상제를 실시하여 이직률을 B사
크며, 인력난도 있음.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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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성과 보상제로 노동생산성 향상.
공정을 축소.
지역 이전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현지에서 생산거점 확대.

- 임금 인상을 원하는 인력이 계속 늘
랴오닝성
어나는 추세.
- 별다른 대응책 없음.
C사
- 현장직 노동자의 이직률이 상대적으
로 높음.

- 중국 인력을 활용하여 해외로 진출.
- 인건비 의존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 조정을
할 계회임.
- 성과보상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

랴오닝성
-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발생. - 별다른 대응책 없음.
D사

- 바이어 다변화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임금상승 효
과 상쇄.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표 3] 계속
기업명

노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

대응방안

향후 계획
- 중국 직원과의 단합 강화. 생산 책임자를 중국인으
로 교체.
- 성과보상제와 능력에 따른 승진시스템 확립.
- 내수에 관심.
- 타국으로의 이전 계획 없음.

랴오닝성
D사

- 인건비 상승.
- 아웃소싱과 함께 인력 감축.
- 이직률이 높고 인력 충원이 어려움.
- 다른 지역으로의 부분 이전 고려. 그러나 제3국으로
랴오닝성
- 인원 축소.
- 중국 정부의 자국 노동자 권익보호
의 이전은 힘들 것으로 전망.
- 전문인력회사를 통해 인력 충원.
E사
강화로 노동법 준수에 대한 부담이
- 한국으로의 부분 이전이나 대북관계 호전 시 북한
큼.
으로의 이전도 긍정적으로 고려.

징진지
A사

- 인력난이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음
(부품 협력업체는 심각하며, 파업 발
생).
- 별다른 대응책 없음.
- 중국 정부의 투명하지 않은 또는 예
측하기 어려운 정책의 변화(급작스
런 임금상승).

- 노동생산성 향상.
- 최신형 설비를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 부품 협력업체들의 노조를 통환 노동자 관리 강화.
- 중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적극 반영하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주력.

- 중국 내 다른 연해지역으로의 확대 투자 고려중이
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우려사항임.
- 인력전문회사를 통한 인력 충원.
- 동남아 국가로의 진출도 적극 고려중.
- 품질 혁신과 신기술개발 가속화.

징진지
B사

- 인력난 심각.

징진지
C사

- 인력난 봉착.
- 국영기업으로의 인력 이직 현상
존재.
- 인건비 빠르게 상승.

징진지
D사

-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의 이중고. - 인원 감축.
- 폐업 신청 어려움.
- 마을회관, 교도소 등을 적극 활용 - 자금 사정도 어려움.
하여 부족한 인력 충원.
-

징진지
E사

-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숙련공
- 동남아 진출을 고려중.
부족함.
- 직원을 줄이면서 자동화 추진.
- 중국 내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
- 자동화 설비를 직접 디자인.
- 자동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
- 금융환경도 열악.

산둥성
A사

-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을 중국기업 - 타 지역으로의 이전보다는 현지에 남아 생존하는
- 노동력 부족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에게 아웃소싱.
방법 적극 모색.
임금.
- 부분적으로 기계화와 자동화 -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
-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음.
추진.
가 크나, 중소기업 차원에서 유통시장을 개척할
-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낮음. -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근로자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아직 내수시장에 진출
고용.
하지는 못함.

산둥성
B사

-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과 관련하여
-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나(노무환경의 변화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투
인한 것은 아님), 완전한 기업이전이 아닌, 일부
- 직원들의 책임감이 부족하고 노동생 자로 반자동화 실현.
공정에 대해 분사 형태로 이전할 여지가 큼.
산성이 낮음.

산둥성
C사

- 임금인상과 노동력 부족이 문제시
되고 있으나 글로벌 조선업 불황으
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지 않음.
- 이직률이 높음.
- 노사관리에 고충을 겪고 있음.
-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
고 애사심이 부족하여 노동생산성
저하.

- 별다른 대응책 없음.

- 중국에서의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제3국으로 이전
할 것인지 고려중.
- 동남아로의 이전도 중국기업과의 경쟁으로 쉽지
않을 것임.
-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도 초기비용 등 원인으로
어려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나 중소기업에게 자동
화는 부담이며 한계가 있음.
중소기업에게 내수시장 진출은 어려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음.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팀.

- 과업성과급제도 등으로 생산성
향상.
-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
-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직원들의 노동생산성
- 직업전문학교에서 관련 전공자를
향상.
채용.
-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371

[표 3] 계속
기업명

노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

대응방안

향후 계획

산둥성
D사

- 아웃소싱을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수와
품질검사 등 관리비용 상승문제 해결.
- 내부적인 사정으로 중국 사업 철수는 고려하지 않
고 있음.
- 생산량의 2/3를 중국기업에 아웃 - 내륙지역으로의 이전은 기술공과 숙련공의 부족,
물류비 부담 등의 원인으로 불가능.
- 임금 상승과 극심한 노동력 부족.
소싱.
- 직원들의 노동생산성 저하.
- 중간관리자를 통한 품질개선 교육 - 개성공단으로의 이전을 고려중이나 아직은 조사단
계.
실시.
- 일정 수준까지 자동화.
- 아직 내수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내수용 제품을 생산할 여력이 없
기 때문임.

산둥성
E사

- 직업학교와 협력하여 인재를
- 임금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양성하여 채용.
- 기능직 근로자도 부족하고 우수한
- 지속적으로 설비를 증설하고
사무직 근로자 고용도 어려움.
자동화율을 높임.

- 직원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교육 강화.

자료: 현지조사 기업 인터뷰.

3. 시사점
1) 기업의 대응방안
(1) 생산성 향상
중국의 임금구조가 고비용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제 생산성을 향상
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수임.

- 명목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여 이것이 임금상승 속도를 초월한다면 단위 노동
비용이 감소되어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이 감소함.
-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우 생산기술 업그레이드
및 자동화․기계화 수준을 높여 노동절약적 생산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수작업이 필수적인 일부 공정의 경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지만 노동력 의존을 최대한 줄여
소수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노동력 부족
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랴오닝성(遼寧省) A사와 랴오닝성 E사, 징진지(京津冀) D사와 징진지
E사 등은 모두 인원 감축을 실시한 기업들임.
￮ 랴오닝성 A사는 사회보험법의 외국인 적용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재원 수를 줄이거
나 장기출장의 명목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으며, 징진지 E사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 인원을

372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감축함.
￮ 또한 징진지 E사, 산둥성(山東省) A사와 산둥성 B사 등은 기계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특히
징진지 E사의 경우 2년 전부터 자동화팀을 구성하며 발빠른 대응을 함.

- 현지조사 결과 근로자들의 높은 이직률, 낮은 직업의식, 직무에 대한 책임감 및 애사심 부족 등의
요인들이 낮은 생산성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 한국어 학습프로그램의 운영, 사내 동아리 조직을 통한 사회활동의 강화, 직원간 유대강화 프로그
램 운영, 다양한 성과급제도의 설계 등을 통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애착과 성취감을 높이고 다양
한 보상시스템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아웃소싱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일부 업무의 아웃소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기업들은 주로 업무의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왔으나, 앞으로는 몸집을 줄이
고 역량을 집중하여 기획, 디자인, R&D, 관리 등 핵심 업무 위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비핵심
부문은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함.
- 사례기업 중 랴오닝성 E사와 산둥성 A사 등은 중국 로컬기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처하고 있었음.
￮ 산둥성 A사의 경우 2년 전부터 일부 공정 또는 전체 공정을 중국기업에게 아웃소싱하고 있었으며, 자체적
으로는 검수와 품질검사를 위주로 하는 경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아웃소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으나 반면에 검수와 품질검사 등 관리비용도 상승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인사관리시스템 조정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관련 법제도의 강화로 노동자들의 권리추구 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인사관리시스템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보상체제와 승진체제를 구축하고,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실천해야 함.
￮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이직률은 기업에게 큰 부담
이 되고 있는데, 높은 이직률로 인해 숙련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숙련근로자의
부족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고 있음.
￮ 기업이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숙련근로자의 유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기업의 경쟁력이자 자산이 되고 있음.

- 업무환경을 개선한다거나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성취감을 높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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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직장 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감성에 기반한 노무관리 노력이 필요함.
￮ 사례분석에서 랴오닝성 B사는 성과보상제를 실시하여 이직률을 감소시켰으며, 산둥성 C사는 과업성과급
제도를 실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

- 중국 정부가 노동법규를 통하여 공회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노동자의 복지 및 처우 개선
등 노사관계에서 공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므로, 적극적으로 공회를 설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내수시장 공략
그동안 한국의 대중 투자는 수출 위주의 노동집약형 가공무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저임금을 겨냥한
노동집약형 산업이 이제는 한계에 닿았고, 중국 정부 또한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도 중국 내수시장에 눈길을 돌려야 함.

- 조사에 의하면 한국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OTRA의 그랜드서베이에 따르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사업 목적이 ‘생산기지로서의 활용’에
서 ‘내수시장 공략’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기업의 53.1%가 중국에 투자한 이유로 현지시장 개척을 꼽았는데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임.
￮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국 진출 기업 조사결과에서도 기업들은 2011년 가장 큰 경영목표로 ‘중국 내수
시장 개척’(71.8%)을 꼽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수출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내수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음.
￮ 그 원인으로는 낮은 가격경쟁력(랴오닝성 A사), 유통시장 개척능력의 한계(산둥성 A사),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내수용 제품 생산여력의 부족(산둥성 D사) 등이 있었음.

- 내수시장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임.
￮ 징진지 A사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철저한 현지화,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등 현지화 전략 덕분이었음.
￮ 중국 현지에 맞는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R&D 인력을 현지로 파견해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
는 것이 중요함.

- 현지화와 함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필수임.
￮ 중국기업들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져 한국업체들끼리 경쟁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중국업체들과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제품 경쟁
력 강화가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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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기지 이전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못 이겨 중국에 생산거점을 마련한 한국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들도 있음.

-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한국 국내로의 복
귀와 동남아 등 제3국으로의 이전을 주로 검토하고 있었음.
￮ 랴오닝성 C사, 징진지 C사 등 기업들은 동남아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동남아시장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음.
￮ 동남아의 경우도 최근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 지역들로의 이전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과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전망임.

- 한편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 기업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절감되는 인건비 이상으로
물류비용이 추가되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어떤 기업들은 한국으로의 부분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으며(랴오닝성 E사), 대북관계 호전 시 북한
으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음(산둥성 D사).
- 또한 지역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산둥성 B사와 같이 기업 전체를 이전하
는 방법보다는 일부 공정에 대해서 주변지역으로 분사형태로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음.
￮ 지역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현지에 남아 생존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 중이거나(징진지 D사, 산둥성 A사), 관련 산업 인프라가 현지에 완비되어 있어 개별기업 차원
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산둥성 A사)에 따른 것임.

2) 정부의 지원방안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지화 전략의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함.

- 중소기업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으
로 설비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공장부지 매입 없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기자산이 없어 금융권을 통한
융자는 불가능한 실정임.
-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나, 중국계 은행이든 한국계 은행이
든 대출 문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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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역시 중국 내수시장에 점차 눈길을 돌리고 있으
나,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쉽지 않은바,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지 유통시장을 개척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우선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지
원이 절실한데, 가령 중국 내 온라인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를 매칭해주는 사업 등임.
- 또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륙지역으로의 이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공단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이 밖에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내륙지역에서의 채용박람회 공동개최를 지원한다든가, 노무
관리 사례집(우수사례, 실패사례)을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3)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국내로 U턴하려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현지의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할 경우 국내 생산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다수 있음.
- 이들 기업이 국내로 U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일부 기업들이 이전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국내로의 U턴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 현지 파산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해주고, 한국 내 입주를 돕기 위한 지방공단의 기업유
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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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上海)시 고급소비재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2008년 이후부터 대외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국
내 소비를 중시하고 있음.

-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소비가 내수 확대의 전략적 중점임을 천명함.
- 2012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2012년의 중점업무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임을 강
조함.
특히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성향이 변화하면서 최근 중국의 고급소비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 고급소비재 소비는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국내 고급소비재 소비총액은 이미
86억 달러로 이미 세계시장의 1/4을 차지함.
- 세계명품협회(World Luxury Association)도 2012년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이 세계 최대의 고
급소비재 무역과 소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고, 소비액은 146억 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 고급소
비재 소비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함.
이에 따라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 과거 글로벌 명품 브랜드 기업은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많이 취해왔음.
- 이는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과 직결되지
는 않음.
- 따라서 중국 고급소비재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직접 소비자 성향과 유통, 마케
팅 등을 전반적으로 시험해 볼 지역시장이 필요한데, 이때 상하이(上海)시는 테스트마켓(test
market)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편임.
◦ 상하이시는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도시이자, 중국 최대의 고급소비재 시장임.
◦ 따라서 외국 고급소비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자사 브랜드 홍보효과의 극대화와 중국 시장에서
의 성공 가능성 타진을 위한 시험대로서 가장 먼저 상하이시 진출을 고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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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은 지난 20여 년간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국을 생산기지로 많이 활용해 왔으나, 최근
중국 소비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

- 기업에게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된 연구가 절실한 상황임.
-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 차원에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
자료와 시각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는 상하이시 고급소비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전략과 현황을 분석
함으로써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경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하이 고급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품인 의류와 화장품 산업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 기업의 경쟁전략을 분석하고 기업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함.

1) 의류산업
의류산업은 범위가 넓고 구조가 다양하며, 유행에 민감하고 경쟁자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랜드와 S사를 위주로 사례연구를 진행함.

첫째, 이랜드는 장기간에 걸친 현지화 경영을 통해 중국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이랜드는 중국의 중고급 여성의류시장에서 2010년 연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2위를 차지했음.
- 이랜드는 시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준비하고 진입하는 전략을 취했음.
◦ 이랜드는 상하이시장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해외경영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전문팀을 파견해 7개
월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독자(獨資) 경영형태를 취했음.

- 진입시점(1993년)을 놓고 보면 이랜드는 초기 진입자에 해당함.
- 진입방식의 경우, 이랜드는 현지 공장 인수와 독립경영방식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효율과 시장진
입속도를 확보했음.
- 지역선택 면에서는 중국이 이랜드의 첫 번째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였으며, 상하이시는 그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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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투자대상도시였음. 즉 이랜드는 상하이시를 기반으로 한 후, 중국 전국으로 확대해 가는
전략을 취했음.
- 이랜드는 합리적인 시장포지셔닝과 현지화 및 차별화 경쟁전략을 취했음.
◦ 상하이시장의 특징에 입각해 표적시장을 중고급 시장으로 선정하고, 기존 상권을 주요 엔트리 포인트
(entry point)로 삼아 현지 소비자의 소비습관에 부합했음.
◦ 또한 경쟁에서 자사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급 이미지를 수립하는 데 주력했고,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제품 종류를 선택해 중․고급 가격대로 가격을 책정한 후 고급백화점에서만 판매했음.
◦ 특히 200명에 달하는 인력이 장기간 중국에 상주하면서 현지 시장수요 특징을 겨냥한 맞춤형 디자인을
출시하는 등 현지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거나 선도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체적으로 보면, 최상의 입지, 특히 상권 선정이 소매업에서 가장 중요했음. 또한 개성 있는 제품
을 출시하고 한류 효과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적정 수준의 가격을 책정한 것도 이랜드
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둘째, S사는 상하이시 고급의류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은 후발주자로서, 고급 표적시장을 집중 공
략함으로써 성과를 거둔 사례임.

- 사업분야의 집중도 여부를 볼 때 이랜드가 의류전문업체라면, S사는 비관련 다각화가 이루어진
기업으로서 의류는 6대 사업군 중 하나임.
- 2009년 해외 의류시장 개척에 정식으로 나서면서 중국을 첫 번째 타깃시장으로 삼았으며, 모국인
한국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해 중국에 판매하는 진입모델을 활용하였음.
- S사는 명확한 시장 세분화와 시장포지셔닝전략을 취했음. 즉 상하이시 현지 출신의 고소득자를
표적으로 하고, 이 표적시장에서 집중화전략을 취하면서 선두업체에 도전했음. 또한 유통채널을
현지화함으로써 신속하게 고급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음.
셋째, 기타 주요 경쟁업체는 자사만의 특징이 있는 경영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분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덴마크의 의류업체인 베스트셀러그룹은 중국 중고급 의류시장의 대표적인 성공업체로서, 의류영
역에 집중하면서 전문성과 국제경험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음.
◦ 베스트셀러사는 1996년 베이징을 거점으로 중국 중고급 의류시장에 진출했으며, 당시 이 세분시장의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음.
◦ 베스트셀러사는 집중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비즈니스가치사슬 관리를 중시하고 저원가 전략과 결합하고
있음. 즉 설계, 판매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분야를 각별히 중시하고,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투입을
최소화하여 위탁가공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 수요를 만족
시키는 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 투입할 수 있음.
◦ 즉 국제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중국 국내에서의 저원가 위탁생산, 1선 도시에서의 고급 포지셔닝 및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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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포지셔닝의 포트폴리오 등이 베스트셀러사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되었음.

- 홍콩계 기업인 상하이탕과 대만계 기업인 샤쯔천은 각각 개성 있는 제품으로 특정 고급 세분시장
을 만족시킨 사례임.
◦ 상하이탕은 차별화된 집중전략, 즉 표적시장을 고급 외국 관광객으로 특화해 복고풍 디자인으로 개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적인 색채를 좋아하는 외국인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취했음.
◦ 샤쯔천은 상류층 부인이라는 독특한 세분시장에 포지셔닝하고 있음. 또한 현지생산을 통해 체계적인 관
련 부대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신분상의 특징이나 취향을 만족시키고 ‘중국적 아름
다움(中國美)’이라는 컨셉을 구현하고 있음.
◦ 중국 상하이 토종기업에서 2010년 출발한 프롤리본은 본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선행자를 통한 경
험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였음. 또한 국제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자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2) 화장품산업
화장품산업은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이자, 원산지 효과가 큰 산업임.

- 따라서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소수의 외국계 브랜드가 중고급 화장품시장을 석권하면서 고수익을
취하고 있는 반면, 대량의 중국 본토 브랜드는 저가 화장품시장에서 저수익을 취하면서 시장 점유
율도 낮은 편임.
첫째, 한국의 K사는 관련 다각화 회사에 속하며, 주로 생활용품 분야에 집중해 있고 화장품도 그중
하나임.

- 중국 진출에 앞서 30년간 K사는 도쿄, 뉴욕, LA,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에서 상당한 국제 경험을
축적하였음.
- 중국에는 1994년 선양시에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처음 진출했으나 실적이 부진했음.
◦ 선양에서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입지 선정의 부적절성 때문일 수 있음.
◦ 즉 1990년대 당시 입지선정은 생산수요를 주로 고려하고 표적시장과의 접근성은 간과했음.
◦ 특히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인 선양시를 입지로 선정한 것은 화장품이라는 첨단기술제품 특성을 가진
고급 이미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이후 2000년 상하이시를 두 번째 입지로 선정한 것은 비교적 성공적인 전략임. 상하이시의 전통상
권인 쉬자후이에 위치한 백화점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상권으로까지 판매를 확대하고, 자딩을 생
산기지로 하는 경영구도는 K사가 상하이, 장삼각 및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기초를 다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K사는 중국의 고소득자를 표적시장으로 하고 차별화전략을 취하고 있음.
◦ 즉 브랜드 특성에 따라 표적고객을 선택하는데, 제품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소비자의 소비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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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다른 유통채널을 택하고 있음.

- 중국 전국적으로 볼 때 K사는 선발주자에 속하지만, 지역시장인 상하이시에서는 기진출한 글로벌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 속에서는 추격자에 해당함.
- K사 제품의 품질은 세계 일류이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 떨어지고 마케팅 투
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K사의 제품과 선진국 제품이 시장에서 갖는 이미지는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상하이시가 보유한 왕성한 소비력과 막대한 시장잠재력이라는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만
약 K사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시장 지위가 상승할 수 있음.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채택해 원산지 효과에 따른 불리한 요소를 없앨 필요가 있음.
둘째, 중국 본토기업인 바이차오지는 상하이시에 거점을 두고 장삼각지역을 주로 공략하고 있으며,
한방이라는 중국의 천연요소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어필함으로써 고속성장하고 있음.

- 바이차오지는 천연과 건강이라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편승해 ‘천연 고급 한방 화장품’이라는 제품
포지션을 확립함.
- 또한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바이차오지도 자연미, 조화와 같은 중국적인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홍콩, 파리 등 해외 중고급 화장품 시장을 빠르게 개척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국제 화장품시장에서 부상하는 중국적인 요소와 한약재 및 한방에 대한 소비 성향에
부응하여 국제경쟁에서의 자신감을 증강시켰을 뿐 아니라, 해외 고급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에서의 지명도도 높아져 선순환 효과를 얻게 되었음.
이상의 사례에서 시장 특징 및 기업경영 전략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중국 상하이시 고급소비재시장은 정책적 환경이 양호한 편이고, 새로운 시장기회가 자주
발생하며,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수요가 왕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 상하이시장의 매력은 상하이시 자체의 왕성한
수요뿐만 아니라 장삼각지역 및 전국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지위에 있음. 그러므로
기업은 진입전략과 경쟁전략을 수립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기회와 위협을 명
확히 식별해야 함.

- 둘째, 중국시장은 동태성과 불확실성이 강하고, 소비자가 비교적 강한 소비협상능력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자원과 능력을 감안해 제품의 특성과 시장특성을 결합해 다원화된 현지화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함.
◦ 시장규모가 크고 소비구조가 다양해 시장기회는 많으므로, 특정 세분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

- 셋째, 기업은 시장의 동태적인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해야 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위
협요인을 피해야 함.
◦ 중국시장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구조가 다양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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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업은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쳐 가장 이상적인 입지와 진입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초기 진입과
후속확장 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기업이 모국시장과 중국시장, 국제시장 간의 자원배치와 전략적
포지셔닝을 적절히 조정해야 함.

3. 시사점
1) 기업에 대한 시사점
첫째, 엔트리 포인트(entry point)의 선택이 중요함.

-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여러 곳일 수 있으며, 그 중 홍콩,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시가 대표적임.
- 따라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처음부터 중국 전국을 커버하려 하지 말고, 상하이와 베이징
에 일단 매장을 열어 상황을 모니터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최근 지역별 추세를 감안했을 때 상하이시는 중국 고급소비재시장 진출에서 최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할 대상지역임.
◦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부유층의 70%가 2, 3선 도시에 거주함. 따라서 2, 3선 도시는 미래 고급소비재
소비의 주력군으로서 향후 잠재시장규모가 매우 큼.
◦ 특히 항저우, 닝보, 우시, 원저우에서의 고급소비재 매장 확장 속도가 매우 빠름. 이들 도시는 모두 상하
이시 인근인 장강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소비성향이 상하이시와 유사함.
◦ 따라서 장강삼각주지역을 공략하기에 앞서 1차적으로 상하이시를 교두보로 삼아 경험을 쌓은 후 본격적
으로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음.

둘째, 브랜드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맞춤
형 홍보 전략이 요구됨.

-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라 하더라도 반드시 중국 사람도 잘 안다는 보장은 없음. 즉 다른
나라에서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면 오히려 더 성장가
능성이 클 수도 있음.
- 특히 상하이시는 중국의 최첨단을 걷는 도시라는 자부심이 강하고 그 파급효과도 강한 도시인만
큼 상하이를 강조한 각종 판촉행사와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임.
셋째, 중국 고급소비재 소비자층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사치품 소비 계층은 총인구의 16%인 2억 명에 달하며, 1ㆍ2선 도시 거주자 중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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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위안 수준인 사람을 중심으로 매년 25%씩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이들 소비자는 주로 사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특징을 보임.
◦ 즉 상품 본연의 디자인 컨셉이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구매한다기보다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알아보
는 가장 유명한 사치품을 사는 ‘과시’를 위한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하며, 이러한 특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임.

- 또한 중국 고급소비재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임.
◦ 고급소비재, 특히 이른바 사치품(luxury goods)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구매 목적은 자기만족이 아니라
선물 또는 뇌물일 경우도 많음. 이 경우 자기만족을 위해 고급소비재를 구매할 때에 비해 브랜드가 더
중요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함.

- 한편, 자기만족을 위한 구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의 사치품 소비자와 구미 소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의 연령층이 더 낮다는 점이며, 향후 3~5년
내에 25~35세 연령층이 주를 이루게 될 전망임.
◦ 따라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중년층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면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음.

넷째, 기존 고급소비재 영역에서의 인지도 상승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급 브랜드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고급소비재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고급소비재시장이 단순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고가의 명품 브랜드만을 의미한다면
진출 가능한 기업은 그 수가 제한적임.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사치품 소비 열풍은 이른
바 중국만의 ‘신사치품(new luxury)’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사치품 혹은 명품이라고 말할 때 흔히 연상하는 의류, 신발, 보석, 가방, 시계, 화장품이나
주류, 고급 승용차, 요트, 개인 비행기 등 전통적인 고급소비재 영역에서 벗어나 어떤 소비재나
서비스 영역에서라도 다른 기업보다 먼저 고급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상승
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보다 치밀한 세분화가 요구됨.
다섯째,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대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이 요구됨.

- 명품 브랜드의 가치는 바로 고유성과 희소성에 있는데, 위조품이 성행할 경우 정품 구매자의 만족
감을 떨어뜨릴 수 있고 기업의 이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지도 상승을 노릴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문제는 칼의 양날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은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기업 자체의 인지도를 높여 대중의
구매를 늘리는 한편, 이들과는 또다시 차별화될 수 있는 더 고급의, 소량의 상품을 개발해 출시함
으로써 대중과 구별되는 VIP의 구매를 늘리는 전략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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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국 시장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함.

- 일례로 의류시장의 경우, 메이저급 글로벌 기업과 중국 로컬기업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규모가
작은 한국기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 중국 로컬기업은 전국을 커버하는 유통네트워크와 우수한 소싱(sourcing)력, 풍부한 자금을 바탕
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이미 중국시장은 브랜드 인지도와 시스템이 약한 해외기업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생겼으며,
해외 기업에게 배타적인 중국 유통업체의 행태도 부담이 됨. 여기에 판매사원 관리, 인테리어비
용, 입점 소개비 등 해외 기업이 직접 영업하기에는 불합리한 조건도 적지 않음.
- 따라서 한국 기업의 상품기획 노하우와 중국 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능력을 접목한 제휴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우리 기업이 상하이시 및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도
필요함.

첫째,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 상품에 대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직ㆍ간접
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함.

- 중국 정부는 중국 경내에서 생산, 위탁가공, 수입, 판매하는 일부 고급소비재에 대해 높은 소비세
를 부과하고 있으며, 손목시계, 핸드백, 옷, 양주, 전자제품 등 20여 개 고급 소비품에도 높은 관세
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양질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중국 소비자의 해외구
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고급소비재 소비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해외 공동구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고급 소비재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 국내에서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음.
즉 중국 시장의 직접적인 진출만을 독려하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에게 우선
우리 고급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다양한 홍보, 판촉활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장 효과적인 장소는 면세점임. 한국의 면세점은 중국 국내보다 저렴하고 종류가 다양하며 신상
품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는 강점이 있어 중국 관광객이 선호함. 그러나 면세점에서 주로 판매
되는 브랜드는 해외 브랜드로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면세점에 입점하
는 한국 고급 브랜드를 다양화할 필요도 있음.
- 또한 시중의 백화점, 전문매장에서도 다양하게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한국 브랜
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기업도 다양한 판촉활동을 기획해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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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고급 소비재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임.
둘째, 중국 내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고급소비재 판매 증가를 위해 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임.

- Bain & Company(2010)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사치품 소비총액 중 중국 국내 소비가 2008년
42.7%에서 2009년 44.0%로 증가해 13.6%의 성장률을 보임.
- 또한 상무부는 2011년 6월 “일부 중, 고급 상품을 포함한 수입관세를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고급소비재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따라서 향후 실제로 관세인하가 시행되면 중국 국내 고급소비재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므
로 효과적인 시장 진출이 더욱 중요해짐.
-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상하이시의 경우, 면세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면세품 경영업체를 유치해 상하이 시내에 면세점을 개설하고, 이 면세점을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
로 한 세금환급정책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할 계획임.
-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면세점은 명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이므로, 시내/공항 면세점 입점과 세금환급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
리 고급소비재 기업의 고객이 중국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으로까지 확대
될 수 있음.
- 따라서 면세점 운영권을 우리 기업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중국 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상하이시가 매년 개최하는 사치품 박람회를 활용할 수 있음. 즉 여기에 참가하는 한국 업체
의 품질과 신용도를 엄격히 관리하여 ‘한국 브랜드는 품질이 우수하고 믿을 수 있다’는 전반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셋째,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제의 강화를 지속
적으로 요구하는 등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직면하는 각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지 시장정보가 부족하고 오프라인 상의 마케팅 역량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정확하
고 구체적인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치품 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 등 온라인 마케팅의 실
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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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의 유통시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유통시장에서 중요성과 위상이 급격히 증대되
었으며, 내수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에게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 특히 중국의 소매유통시장은 1990년 세계 11위(2,800억 달러)에서 2010년 세계 6위(1조 3,000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임.
-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으로 내수시장 확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유통업 및 관련 기업의 성장
이 기대됨.
- 국내 유통시장 포화 및 정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소매유통업체에 새로운 해외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국 유통시장은 매력적인 블루오션임.
한편 최근 들어 중국 시장에 기진출하여 성업하던 다국적 유통업체들과 중국 로컬 유통업체 간의 시장
판도에 변화 발생

- 까르푸, 이마트, best buy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본래 우위를 점하던 연해 대도시의 점포수를
줄이거나 내륙 중소도시에 점포를 증설함.
- 반면, 중국 로컬업체들은 해당지역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도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
또한 중국 연해 대도시의 유통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중부 내륙지역의 소비시장 성장과 양호
한 경쟁 환경 등으로 인해 다국적 유통업체들의 중부시장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

- 동부 연해 대도시는 다양한 유통업체 간 경쟁 심화, 상권 포화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이 악화됨.
- 반면, 중부지역은 최근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소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타 지역 유통업체
및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이 적어 연해지역에 비해 경쟁이 심하지 않음.
- 이에 미국 월마트, 일본 유니클로, 스웨덴 H&M, 스페인 ZARA, 미국 GAP, 스웨덴 IKEA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중부지역에 진출함.
본 연구는 중국 중부 6개 성(省)의 유통시장 환경, 다국적 소매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 전략 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소매유통업체의 진출 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다국적 소매유통업체의 중부 진출 전략은 중부지역에 기진출한 외자유통업체 현황 및 로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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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의 경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도출
- 연구결과의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기업을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체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
한 진출 전략을 진입전략과 경영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함.
- 중국 중부지역 유통시장 환경 및 진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희소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분석 외에도 사례 조사 및 현지 조사 방법 등을 활용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부지역의 소매유통 분야 특징
중부지역 소비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5.6%씩 성장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 빠르게 성장
하여(18.7%) 중국 전체 소비시장의 20%를 차지함.

- 2010년 중부지역 소비시장 규모는 3조 1,330억 위안이며 허난성(25.5%)과 후베이성(22.4%)의 비
중이 가장 높음.
- 최근 5년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부지역 소비시장 성장률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연해
대도시보다 1~3% 포인트 이상 높음.
최근 중부지역 내 소비거점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매업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통채널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음.

- 중부지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소비시장 규모 및 구매력이 증대되고 있어, 6개 성의 성도(省
都)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까지 소비거점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거대 도시군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중부굴기(中部崛起)’ 전략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소비거
점의 확대는 지속될 전망임.
- 중부지역 소매유통업은 백화점, 슈퍼마켓 등 근대적 업태 중심에서 전문점, 브랜드점 등 업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매업태가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채널이 최근 중부지역에서 빠르
게 성장하고 있음.
중부지역 유통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소매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현지 로컬유통업체는
M&A 등을 통해 거대한‘슈퍼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 소매업체들은 WTO 가입 이후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로컬 국유소매업체를 중심으로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389

제휴, M&A 등을 반복함으로써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여 로컬 ‘슈퍼기업’으로 성장함.
- 외자 유통업체의 진출이 적은 중부지역에서도 최근 몇 년간 현지 로컬소매업체들의 M&A가 활발
하였음.

2)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부 진출 전략: 진입전략
외자 소매업체의 진출이 활발하고 로컬기업과의 경쟁이 심한 대형마트 등 분야는 성도(省都)뿐만 아니
라 주변 중소도시로의 진출이 시작된 반면, 외자업체의 진출이 많지 않은 분야는 후베이성 우한을 중
심으로 각 성의 성도에 지역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중부 6개성 성도를 비롯, 후베이성 및 안후이성의 중소도시에 외자 대형마트 체인업체의 진
출이 매우 활발
- 외자유통업체의 중부 진출이 많지 않은 전문점, 브랜드점 등 소매업태의 경우, 후베이성 우한시에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이 집중됨.
- 월마트, 까르푸, 신세계백화점, ZARA, GIODANO, GAP, SASA 등 많은 외자유통업체는 우한시
에 가장 많은 점포를 설립․운영 중임.
중부지역에 진출한 외자 소매유통업체의 업태가 종합소매업체인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전문점 및
브랜드점 등으로 다양해짐.

- 월마트, 까르푸, Metro, Lotus, RT-Mart 등 다수의 다국적 슈퍼마켓 체인이 모두 중부에 진출하여
슈퍼마켓 업태가 중국 로컬업체와 가장 경쟁이 심함.
- 최근 B&Q, IKEA, SASA, ZARA, GAP 등 가전, 가구, 화장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다양한 외국
계 전문점 및 브랜드점이 중부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함.
중국 중부지역에 진출한 다국적 유통업체의 출점방식은 크게 거점 중심 확산형, 특정지역 선점형, 틈새
시장 진출형의 3가지 형태로 구분

-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거점 중심 확산형은 기존 연해지역에서 오픈한 매장의 성공을 기반으
로 중부지역 내 거점지역별로 점포를 증설하는 방식임.
◦ 이는 방대한 지역에 많은 점포를 증설ㆍ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다국적 소매체인업체가
공격적인 진출을 할 때 활용하는 출점방식
◦ 월마트, 까르푸, RT-Mart,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미국 진잉백화점, ZARA 등이 해당됨.

- 특정지역 선점형은 중부지역 중 특정지역에 진출하여 현지시장을 선점한 이후 주변 지역으로 점
포를 확대하는 방식
◦ 일본계 평화당 백화점은 1998년 후난성 창사시에 진출하여 고급백화점으로서 입지를 다진 후 현재 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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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내 3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주변 성으로의 출점을 준비 중임.
◦ 대만 데니스그룹은 1997년 허난성 정저우에 백화점 형태로 초기 진출한 이후 현재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브랜드점 등 다양한 업태로 발전하여 2011년 중국 48위(매출액 71억 위안) 소매업체로 성장
◦ 이들 기업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외자소매업체가 거의 전무한 내륙지역에 진출하여, 현지 로컬업체와
차별화된 고급백화점 시장을 선점

- 틈새시장 진출형은 현지에서 아직 발전하지 않은 유통형태로 진출하여 성장기반을 마련한 방식
◦ 안후이 코스몰은 아울렛 매장이 전무하고 아울렛 방식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안후이성 허페이에 진출하
여 의류 아울렛 매장으로 자리를 잡은 후, 점포 증설을 계획 중

중부지역에 기진출한 외자 소매업체들은 대부분 현지의 로컬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 확보
등을 위해 중상위 소득계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포지셔닝함.

- 일반적으로 로컬 소매업들은 현지의 제품 공급업체 및 물류업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자소매업체가 중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로컬업체와 경쟁하기
어려움.
- 반면, 외자 소매업체들은 경영관리기술 및 마케팅 등 분야에서 로컬업체보다 강한 경쟁력을 갖추
고 있어 중상위층 고객 확보에 유리
- 또한 아직까지 중부 내륙지역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차별화된 상품 및 관리기술 등을 갖춘 외자소매업체는 중상위층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
는 데 강점이 있음.

3)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부 진출 전략: 경영전략
최근 중부지역에 진출한 다국적 소매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독자 형태의 진출을 선호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소매유통분야의 외국기업 지분 제한, 진출 지역 제한 등이 없어지면서
독자형태로 진출하는 외자기업이 급증함.
- 롯데그룹 역시 2008년 롯데백화점 베이징점을 중국 로컬기업과 합작하여 설립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독자형태로 진출하였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독자형태로 진출할 것이라고 발
표함.
중부지역에 진출한 대다수 외자 소매업체는 점포별로 일정 정도의 자율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

- 지역 또는 점포별로 자율 운영권을 부여하는 분산된 모델을 추구하는 대표적 업체인 까르푸임.
- 이 방식은 점포의 점장을 현지인으로 교체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운영 및 관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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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월마트는 직접 개발한 Retail Link라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중앙화된 물류 및
점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점포들을 관리
중부지역은 동부 연해도시에 비하여 해외 수입제품이나 다양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빈도가 제한적이므로 수입제품 판매행사, 기념일 이벤트, VIP 관리 등을 유용한 프로모션으로
활용

- 내륙 물류비 및 유통비 등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중부 내륙지역까지 제공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각종 미디어 및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현지 소비자들은 최신 소비트렌드를 접
하는 경우가 많음.
- 중부지역의 많은 유통업체들은 한국, 일본, 미국 등의 다양한 수입제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기획하
여 단기간에 빠른 매출 상승을 기록함.
- 또한 중부지역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차별화되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
로 적기 때문에 체면을 살려주고 감동을 주는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임.
소매유통업은 현지의 소비자 및 유통관계자 등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현지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인재활용의 현지화가 중요

- 많은 외자 소매업체들은 중국 진출 초반, 판매직원과 달리 점장을 본사에서 직접 파견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점포의 점장을 현지의 고객 성향 및 영업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현지인으
로 교체하고 있음.
- 이러한 인재의 현지화 전략은 중부지역과 같이 해당지역의 소비시장 및 소비자 특성 등 정보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내륙시장에서는 더욱 필요함.

3. 시사점
1)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부 각 지역의 소매시장 특성, 특히 소매업태별 발전 상황 및 경쟁업체의 경쟁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진출유망 업태 및 지역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진출 준비

- 대형마트와 같이 경쟁이 심한 업태의 경우, 일부 거점도시에서 시장 포화가 감지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구매력 수준이 높은 주변 중소도시로의 진출이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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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점, 브랜드점 등 업태는 중부 각 성의 성도로 진출하는 것이 유망함.
- 편의점 업태는 창사 및 타이위안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망하나 난창 지역은 아직 시기상조임.

[표 1] 중국 중부 각 성의 소매업태별 특성과 진출유망 업태 및 지역
지역

소매업태별 특성

진출유망 업태 및 지역

후베이

- 대형슈퍼마켓 체인 발달
- 외자 대형마트 진출 활발하여 경쟁 심화
- 전문점, 브랜드점: 우한, 이창,
- 로컬 소매유통업체(국유 유통그룹)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등 각종
상양, 황스 등
소매업태를 경영하며 경쟁력 및 점유율이 압도적(로컬 강세)
- 전문점과 브랜드점 체인의 비중 상승 추세, 외자 브랜드는 진출 초기 상태

후난

- 전문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브랜드점 역시 발전 추세, 그러나 외자 브랜드점
- 전문점, 브랜드점: 창사, 주저우,
및 전문점의 진출은 부진한 상황
샹탄, 위에양 등
- 각종 소매업태를 경영하는 대표적인 로컬 유통그룹은 민영기업인 뿌뿌가오
- 편의점: 창사 등
- 창사시에 2015년까지 정책적으로 400개의 편의점을 증설할 계획

허난

- 로컬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외자 소매업체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 - 브랜드점: 정저우 등
- 특히, 백화점은 대만계 데니스와 타지역 브랜드가 점유
- 고급백화점, (대형)슈퍼마켓:
- 슈퍼마켓 체인의 비중이 낮으나 성장하고 있으며 브랜드점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정저우, 뤄양 등
- 소매체인 급성장(2005~10년 연평균 36.7%)
- 백화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슈퍼마켓 중 대형마트 비중이 높음.
- 외자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해, 로컬 백화점 및 마트 체인업체가 중산층 이하를
타깃으로 활동(시장분화)

- 대형슈퍼마켓, 고급 백화점:
허페이, 우후, 퉁링, 마안산 등
- 전문점: 허페이, 우후 등

장시

-

- 전문점, 브랜드점: 난창 등
- 백화점, 슈퍼마켓: 난창 등
(편의점은 시기상조)

산시

- 로컬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 외자 대형마트의 진출로 많은 로컬마트가 소형마트나 편의점 업태로 전환.
- 전문점의 비중이 매우 높음.

안후이

전문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백화점과 슈퍼마켓 비중이 낮고 로컬업체의 경쟁력이 낮음.
편의점 업태의 발전 저조(현지인의 생활습관 등과 부조화)
브랜드점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고급백화점, 대형슈퍼마켓,
편의점: 타이위안, 양취안 등
- 전문점: 타이위안 등

자료: 문헌조사, 현지조사, 사례조사, 진출기업 분석 등을 통해 저자 정리.

대형 소매유통업체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 거점 중심 확산방식의 출점, 중상위 계층 타깃 등에
기반을 둔 특화 전략 수립이 필요

- 한국의 대형 소매업체는 중국 중부지역 내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수 점포 설립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출점전략 측면에서는 우한, 창사, 정저우, 허페이 등 중부 주요 도시에 진출 거점을 두고 해당
거점을 중심으로 점포를 증설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본 혹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공략한 후, 이의 성공을 기반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가는 특정 지역 선점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중부지역 로컬 대형유통업체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제품 구성, 경영관리 기술, 마케팅 기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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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 중상위 계층 소비자를 타깃으로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함.
- 경영갈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없는 독자형태의 진출이 보편적이나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자투
자도 고려할 수 있음. 단, 합자 파트너는 반드시 현지 로컬업체여야 함.
중소형 소매유통업체는 특정 지역의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점포 형태의 전문점으로 진출하
는 것이 유리

- 중소 유통업체는 자금력, 인지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타깃 지역 및 소비자를 세분
화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초기자본 규모가 작은 단일점포를 중부 각 성의 성도 및 구매력이 높은 지역의 주거 밀집지역에
설립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점포를 확대함.
- 한류 선호 그룹 및 30~40대 고소득층 여성 등 소비 타깃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 특화된 프로모션
을 진행함으로써 고객을 확보

[표 2] 한국 소매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전략
전략

진입
전략

경영
전략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선정

중부 6개 성 성도(省都) 및 구매력 높은 지역의 주요 중부 6개 성 성도(省都) 및 구매력 높은 지역의 신도시 주거
상권 및 주거 밀집지역
밀집지역

업태선정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브랜드점 등
프랜차이즈 경영
+ 온라인, 홈쇼핑 등과 병행

전문점, 잡화점 등 단일점포
+ 온라인 매장과 병행

출점방식

거점중심 확산, 특정지역 선점

틈새시장 진출, 특정지역 선점

포지셔닝

중상위 소득계층

특정 주력 소비자(한류 선호 그룹, 고소득 30~40대 여성 등)

투자방식

독자 진출(합자)

독자 및 합자

운영방식

중앙관리식, 현지화

현지화

프로모션

수입제품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구성 및 관련 주력 소비층 대상 이벤트 및 할인행사, 대량 유통되지 않는
이벤트 추진, VIP 특별관리(감성마케팅, 감동마케팅) 특별 상품, 한류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 활용

현지화

현지 인재 활용

현지 인재 활용

자료: 문헌조사, 현지조사, 사례조사, 진출기업 분석 등을 통해 저자 정리

중부 내수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제조업체는 제품 경쟁력 강화, 우리 유통업체와 공동 진출
기회 활용, 현지 온라인 유통채널 활용 등에 적극적이어야 함.

- 제조업체는 우선적으로 제품 자체의 시장성이 좋고 유사제품군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 중소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중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광고 비용, 브랜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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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어 매우 불리하므로 한국 유통업체와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회를 적극 활용해
야 함.
◦ 롯데마트는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해 베이징 및 상하이 매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제품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음.
◦ 롯데마트는 수출입 통관 절차, 중국시장의 거래관행과 현지 고객 수요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지원하
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중부지역은 한국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부재한 곳이 많기 때문에 외국계 혹은 중국계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판매 및 수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을 고안할 필요 있음.
- 이 밖에 정상적인 유통에 앞서 제품의 시장성 및 경쟁력 등에 대한 사전 테스트 차원에서 현지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하고 독자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업
체는 KOTRA의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함.

2) 정책 시사점
한국 소매유통업체의 중국 중부 내륙시장 진출이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중부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
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현재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 중이며, 중부지역 내수시장은 아직 진출이 미미
한 신흥시장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싱 비중이 높은 유통업체의 중부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우리 제조
업체의 중부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시킴.
중국 중부 현지 유통업체와 우리 제조업체 간 연결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매
장 입점 지원

- KOTRA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주축이 되어 중부 각 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와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
- 특히 진출 실패로 인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지의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많은 한국 중소업체가 중부 내수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중국 유통시장 진출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적․비제도적 규제들을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이슈로서 검토 필요.

- 대부분의 소매업태에 대한 중국시장 진입규제가 철폐되기는 하였으나 TV 홈쇼핑, 인터넷 판매
등 무점포 소매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함.
◦ 중앙정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자상업기업의 투자기준에 대한 규정인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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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법｣ 외에도 추가적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독자방식의 투자가 불가능

- 중국은 현재 외자 유통업체의 출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상업망 계획(城市商業網點規劃)’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 외자 유통업체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외자 유통기업의 설립신청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함.
◦ ‘도시상업망 계획’은 중국의 도시 상업발전과 관련된 규정으로, 일정 구역 내 유통업체 점포수 및 규모
제한, 환경부문 심사, 공청회 개최 의무화 등 유통기업 출점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유통기업 설립 승인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됨.

- 문제는 중국 로컬유통업체는 ‘도시상업망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 진출할 수 있어, 외자
소매유통업체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지방 중소도시의 소매시장에 선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중부지역의 소매유통 관련 정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중부지역 각 성의 상이한 유통시장 동향, 소비자 특성, 업태별 유통구조, 유통관련 제도 및 규제,
경쟁기업 현황 등 우리 유통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중부지역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제품, 소비트렌드 변화 등 우리 제조업체에도 유용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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