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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Growth Rate of Real GDP)과 내수증가율(Growth
Rate of Real Domestic Demand)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1981~96년) 9.3%였던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2003~14년)
3.7%로 현저히 감소함.
- 금융위기 이전(1981~96년)과 이후(2003~14년)의 내수성장률은 각각 8.8%와 –0.3%를 보이며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각각 12.8%와 9.5%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내수증가율의 급격한 하락과는 대조적임.
- 수출증가는 금융위기 이전 GDP 성장률의 약 30%를 설명하고 있음. GDP 성장률의 나머지
70%는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설명됨.
- 반면 금융위기 이후 GDP 성장률의 대부분은 수출증가로 설명됨.
-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을 지적함.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는 이 기간에 나타난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파악됨.

- 금융위기 이전(1981~96년) 가처분소득증가율은 10.3%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
의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은 2.3%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가처분소득증가율 하락은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위기 전후의 소비증가율은 각각 8.4%와 2.4%로 가처분소득증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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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경제변수들의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
하여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Dampened Ripple Effects from Export Sector)
국민계정식(             )1)을 이용하여 GDP 성장률을 내수(Domestic Demand)와
수출(Export)로 분해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 GDP 성장률의 약 70%는 내수성장률로 설명됨.2)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관측된 GDP 성장률의 대부분은 수출성장률로 설명됨.

- 이는 금융위기 이후 내수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에 대한 구조적 원인으로 수출 대기업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함.

- 금융위기 이전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설비투자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투자)는 생
산성증가 및 고용증대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됨.
-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대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설비투자 등) 증가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로 인한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는 국내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져 내수부진의 원인
이 됨.
- 금융위기 전후의 투자성장률(Growth Rate of Investment) 추이는 GDP 성장률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1)  는 GDP,         는 국내생산에 대한 국내수요(domestic demand on domestic production)를 의미하며  는 국내생
산에 대한 외국의 수요, 즉 수출을 의미함.
2) [그림 1]에서 보이는 두 실선의 차이는 내수의 경제성장률 기여도(contribution of domestic demand on GDP growth)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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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DP 성장률 및 수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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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나.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감소원인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으로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감소를 들 수 있음.

- 금융위기 전후의 가계 소비증가율은 각각 8.4%와 2.4%로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함.
- GDP 대비 가계저축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현저히 감소함.
- GDP 대비 기업저축(Non-financial Corporations Saving)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함.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영세 자영업자, 비정
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은 가계 전체의 가
처분소득증가율을 감소시킴.
-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정규직 근로자의 약
70~80% 수준)은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증가율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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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DP 대비 저축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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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 생산성 간 상관관계 분석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의 생산성, 더 나아가 내수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
존의 이론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 생산성 간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함.

-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17%
에서 2006년 29%로 가파르게 증가함.
기업수준의 자료(Korea Workplace Panel Survey)를 사용하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효과를 다
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실증분석함.

-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생산성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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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부채부담과 소비행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 가구의 낮은 소득과 높
은 금융부채 비율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자영업 가구의 소비행태가 임금근로 가구
와 어떻게 다른지 실증분석함.

- OECD 자료에 의하면 1999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2011년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6.1%, 한국은 28.2%).
- 국내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09년대비 10.4% 증가).
한국노동패널 자료(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를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금융부
채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부
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자금 마련 등으로 높아진 부채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3. 정책 제언
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제고 전략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장기 내수침체는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분석됨.

-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의 원인으로 수출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투자 감소, 수입중
간재 의존도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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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
단됨.

-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정책(설비투자 및 R&D 투자) 마련이 필요
- 특히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고부가가
치 신산업(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3D 프린팅 등)에 대한 R&D 투자 시 정부 차원의 정책
적 지원,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됨.
국내 중견ㆍ중소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관련 환경개선(조세환경 등), 규제완화(제도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 노사관계 안정 등의 정책이 요구됨.
-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중견ㆍ중소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증가를 통한 내수 활성화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가계 가처분소득이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됨.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
한 이슈들이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임금)수준을 보임.
-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매칭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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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확대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가계 소득 개선
기업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기업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정규직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확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조

-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
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통해 가계 소득의 개선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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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기상재해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였으나,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대중 무역 확대에 힘입어 식량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음.

북한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7.4%로 낮은 수준이나, 대중 무역으로 자본재를 수입하여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수입된 소비재를 장마당을 통해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다시 말해 북한은 대중 무역을 통
해 생산기반 확충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본 연구는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북한무역과 GDP 추이를 분석
- 북한무역 활성화 요인으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주변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저해요인
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분석
- 마지막으로 북한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북한의 무역현황과 변동요인(1992~2013년)
총 무역량은 분석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 교역조건(수입 대비 수출 비율, 연료 포함)은
2009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음(연료를 제외한 교역조건은 2010년 이후 악화되고 있음).

- 2000년 이전까지 교역조건(일반)과 연료를 제외한 교역조건이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며, 이후 연료
를 제외한 교역조건이 더욱 호전되는 추세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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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연료를 제외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중 연료 수출
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반대로 교역조건(일반)은 2009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원자
재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 북한은 수출은 광물 등, 1차 산품에 집중되어 있어 원자재가격 변화에
따라 교역조건(일반)과 연료를 제외한 교역조건이 차이를 보임.
-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의 가격이 2013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성장둔화, 중국 철강
산업의 재고 누적과 설비 과잉에 주로 기인.

산업별 무역 현황

- 북한의 수출은 산업별로 그 비중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식량사정 개선, 산업정책
변화에 주로 기인. 초기 5년(1992~96년) 중에는 금속, 농축산품, 원유ㆍ석유제품, 후기 5년(2009~
13년) 중에는 광물, 원유 및 석유, 금속제품이 각각 주를 이룸.
- 북한의 수입은 산업별로 비중의 변화가 미미했으며, 최근 들어 섬유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 북
한의 수입 중 산업별 비중은 초기 5년(1992~96년) 중에는 광물과 전자ㆍ기계, 농축산품, 후기 5년
(2009~13년) 중에는 광물과 전자ㆍ기계, 섬유제품이 각각 주를 이룸.
- 상위 3대 산업의 점유비중과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3대 수출 산업의 점유율은
초기 66.5%에서 68.7%로 확대되었으며, 수입 역시 초기 5년 중 44.0%에서 후기 5년 중에는
47.9%로 높아졌음.

용도별 무역 현황

- 수출은 2013년 연료 비중이 1992년 비해 40%p 이상 대폭 확대. 1992년에는 공업용 원료와 소비
재의 비중이 60% 이상이었으나, 2013년에는 연료와 공업용 원료의 비중이 70%를 상회
- 수입은 공업용 원료와 연료가 수입의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비재와 자본재가 많았음
(BEC 분류체계 사용). 초기 5년 동안 운송장비와 그 부품의 비중이 2.8%p 확대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운송부문 수요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소비재 비중도 2013년에는 1992년 대비 2.5%p
확대되었음.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무역확대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북한의 수입 확대는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산업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입
품목 수가 수출보다 월등히 많고, 시기적으로는 1992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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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품목 수가 감소하고 있음.

주요 품목의 대중 수출입 가격 및 물량 추이

- 수출은 농수산품과 섬유 및 의류의 경우 가격과 물량은 부침이 있으나 매년 확대되었음. 남성의류
의 수출물량은 최근 5년 동안 30배 이상 증가
- 수입은 공업용 원료의 경우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가격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여 유연탄과 요소,
섬유 및 의류는 보합세, 석유는 소폭 상승 후 하락세 시현. 물량은 옥수수는 보합세, 섬유 및 의류,
밀가루와 식용기름은 지속적으로 확대. 결과적으로 주력 수출상품이 원자재에서 의류로 바뀌고
있음.

북ㆍ중 무역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력 수출입품의 물량 증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규 및 퇴출 품목의 가격과 물량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중국
경기둔화가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철강은 지대하였으나 수요가 여전한
무연탄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 북ㆍ중 무역 증가율을 가격과 물량(내연적 요인), 진입과 퇴출(외연적 요인)로 나누어 분석한 결
과,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모두 물량(내연적 요인)에 좌우됨.
- 신규 품목의 진입과 기존 품목의 퇴출(외연적 요인)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교역품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나. 북한 경제정책과 주변국 대북정책의 변화와 무역 원활화 간의 관계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무역 활성화
북한은 전통적으로‘선정치, 후경제’원칙하에 경제를 운용하여 왔으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집
권(2011년 12월) 이후, 인민생활 안정을 강조하면서 무역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동력
을 마련하고 북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북한은 분권화를 통해 경제성장률 제고와 주민의 삶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분권화는 무역 분야 외에도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제도가 급격하게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자생
적 암시장(장마당)이 생겨남.
- 2002년 ‘7ㆍ1 경제개선조치(이하 7ㆍ1조치)’는 이런 흐름을 수용한 경제정책 전환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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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무역 분권화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됨.
- 분권화의 결과, 무역활동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됨. 전통적으로 북한은 수출입 허가권(와크)을 소지
한 회사만 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7ㆍ1 조치를 계기로 수출입 허가를 받은 기업이 대폭 확대
되면서 도ㆍ시ㆍ군과 대단위 기업소, 공장에도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하위 경제주체에게 무역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이동 통제, 제조기
술 낙후, 원료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생산 품목 제한, 군부나 행정부 등과 같은 특수집단의 광물
및 수산물 점유 등으로 인해 실제 개별 경제주체의 무역 참여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
-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위한 법령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외국인투자부문 관련법 중 합영법,
합작법 등이 재정비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역주체로 활동하기 시작
- 분권화와 개별 경제주체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되고 있는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의 주요 정책 중 ‘핵ㆍ경제 병진노선’과 ‘6ㆍ28 조치’, ‘지방경제 발전’, ‘지방급 경제개발구 신설’,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등이 생산성 증대를 위한 보상 강화의 목적으로 제정됨.

2013년에는 다수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되고 외국인투자 장려를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무역 활성화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은 집권 이후, 19개 지방 경제개발구를 신설하고 경제특구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외자유치
를 통해 경제발전과 장기적인 무역 활성화의 토대 구축을 시도. 2012~14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법규 중 경제개발구 관련 법규가 14개 신설된 것은 북한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구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 또 북한 총 85개 합자회사 중 33개의 합자ㆍ합영회사가 2000년대 신규 설립되었음. 합자ㆍ합영회
사는 북한주민과 외국인이 공동출자ㆍ소유한 것으로 외자유치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대규모 시설을 구축한다거나 고급기술 이전 등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임.
폐쇄적인 제도와 자력갱생기치 하에서 수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 정책으로는 제조업 기
반 조성을 통한 수출확대가 불가능함. 또, 협소한 내수시장과 빈약한 투자유인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무역 인프라 구축 노력

- 북한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경제개발총국 신설(2011년)과 함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
획을 추진.
- 주변국인 한ㆍ중ㆍ러 3국에서도 북한시장의 선점과 성장가능성 활용을 위해 대북 인프라투자 논
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나선특구와 배후지역인 북한 동북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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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무역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중앙 경제특구 외에 지방 경제개발구(19개)를 신설하여 해당 특구의 인프라 건설을 시도하고 있
음.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를 자본과 기술 방면으로 유인하기 위해 BOT 방식(민간에서 개발 후
20~30년 동안 운영하고 이후에 정부에 기부 채납하는 형태의 개발 방법)을 도입

2)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의 무역 활성화
북한 주변국이 자국 개발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면서 북한과 주변국의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이와 함께 향후 북한과 주변국의 경제협력도 확대 예상

중국

-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북ㆍ중 간 혈맹이라는 특수관계와 일반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나, 앞으로 대주
변국 정책과 차이를 두지 않는 일반관계가 점차 확립되어 갈 것으로 전망
- 북ㆍ중은 냉전기에 공유한 사회주의 이념과 중국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때의 상호지원을 바탕으로
특수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덩샤오핑 시대이후 북ㆍ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다
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대하는 일반관계가 형성
- 북ㆍ중 관계는 1990년대에 악화되었다가 2000년대를 전후로 다시 회복되었음. 이는 중국이 북ㆍ
중 관계 악화와 북한의 고립이 자국의 평화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음.
- 북ㆍ중 관계가 점차 일반화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대주변국 정책과 맥을 같이하게 됨. 중국의
WTO 가입(2001년)을 계기로 북ㆍ중 간 관행적ㆍ비공식적 경제교류가 제도화되고 있으며, 이와
맥을 같이하여 북ㆍ중 변경무역 등 비공식 무역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음. 과거 북ㆍ중 무역의 가
격과 관세 우대가 철폐되고 있음.
- 앞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은 다른 주변국과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다루어질 것임.

러시아

- 북ㆍ러 교류는 소련해체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으나 푸틴 대통령 집권(2000년) 이후 개선되기 시작
- 북ㆍ러 관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임. 그러나 푸틴 대통령 3기 집권(2013
년)을 계기로 러시아가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면서 북ㆍ러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극동러시
아와 북한 북동지역의 인프라 건설 중심의 경제협력을 연결고리로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
- 러시아는 2014년을 기점으로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 나선특구 부두 건설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 정책을 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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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대북 무역액 10억 달러(2020년) 달성을 목표로 북ㆍ러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
한 투자 중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북한 경제개발구 인프라 구축임. 향후 북ㆍ러 무역과 경제협
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

- 현재 북ㆍ일 경제협력은 전면 중단된 상태임. 북ㆍ일 경제교류는 조총련계 재일교포사회 중심으
로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2000년대 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었음. 그러나 북핵문제와 일본인 납
치문제로 양국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였음.
- 일본은 2006년 이후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였음. 2006년 수입 전면금지 이후 2009년에는
수출금지조치를 취함. 일본은 2006년 이전까지 북한의 제1교역국이었으나, 대북제재 이후 북ㆍ일
무역이 금지되고, 이는 북한의 무역 위축 요인으로 이어짐.

다. 북한의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중국의 대북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국의 대북 공식관세율은 정상국과의 무역에 적용하는 명목관세율과 큰 차이가 없음. 중국은 북한과
의 무역에서 최혜국 혹은 우대관세율을 적용해 일반 국가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

중국의 대북 수입 관세율은 양극화 되어 있는데, 관세율 0% 이하의 무관세와 15% 이상의 고관세
품목의 비중이 높음. 회귀분석 결과 중국의 관세율과 대세계 수입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중국
관세율과 대북 수입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저관세율 적용 대상이나, 최근 주요 품목이 광물자원
에서 의류로 변화함에 따라 체감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체감관세율 상승은 수입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북ㆍ중 무역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섬유제품 교역에 있어 높은 관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삼각무역과 같은 다양한 무역형태가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대북무역업자는 원단 및 원부자재를 북한 측 무역파트너에게 제공하고 북한에서 위탁가공
을 하여 중국으로 들여온 후 보세창고에서 바로 한국, 일본, 유럽 등 제3국으로 수출
-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밀무역도 확대되고 있으며, 관세 회피를 위한 북한의 인력송출이 산업 분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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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예술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중국 접경지역에서는 전통 거래방식에 의한 관행관세율이 상존함.

- 접경지역의 세관은 변경무역 또는 민간무역을 관할하면서 통관절차가 일반 세관보다 느슨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무역을 활성화시켜 지방정부의 세입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접경지역세관은 상급세관보다 상대적으로 설비와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입 물품의 정확한 성분조
사 및 측량을 통한 관세 적용이 어려우며 거래 규모도 작음.
- 접경지역 세관과 무역업자 간의 유착도 변경무역의 관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요인임.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북ㆍ중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일반적인 비관세장벽은
수입규제, 기술장벽, 환경규제, 의약품관련 규제조치, 통관장벽, 국산화요구 및 투자 장벽 등이 있었음.
북ㆍ중 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은 북한 측 무역파트너의 역량이며, 이에 따라 안정
적인 거래관계 유지와 물량확보가 가능하였음.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북ㆍ중 무역을 살펴봤을 때 중국의 대북 수입은 관세율 15% 이상의 국제정점(international peaks)
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규모와 관세율 간 양의 단순상관관계를 보임.

- 그동안 중국의 공식 관세제도가 중국의 대북 수입흐름에 있어 주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UN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내연적 수출 및 수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외연적 수출 및
수입에는 제재의 유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관세와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흐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주요 저해요인으로 간주
하는 것은 무리. 오히려 북한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환경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등이 북한 무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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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의 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성장과 무역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외교역에는 북한의
경제규모보다는 교역국의 경제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북한의 무역이 대체로 교역국의 요구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줌.

중력모형 분석결과 2015년 중국의 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무역은 10.44% 확대되는 것으
로 예측됨. 또한 중력모형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간 무역 촉진지수를 산출해보면 북ㆍ중 무역
관계는 2009년 이후 급속도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Cobb-Douglas 생산모형을 활용하여 북한의 수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간재
수입(수입 중 산업원료, 자본재, 운송수단 및 운송수단의 부품을 중간재 유사변수로 사용)이 경제성장
에 기여하고 있음.

- 노동과 수출은 회귀분석 방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변하였음.
- 이는 북한이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의 수입을 통해 생산기반
을 확충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생산모형의 분석결과를 활용해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하고 이를 노동생산성과 비교해 본 결과,
두 생산성 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책 제언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 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측면 지원이 필요

- 5ㆍ24 조치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한국과 중국의 개발경험과 모델을 공유하고, 국제법, 무역관련 계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정기 교
류회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함.
-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한국의 자본,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접목하여 공동의 제조업단지 조성 또
는 물류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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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이 창설됨에 따라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
력이 중요해지고 있어 개별 국가의 중복되는 무역 인프라를 조정하여 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한국은 북한무역 활성화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을 독려하는 노력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북한무역 활성화는 통일 전 남북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기에 북한 스스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한국은 북한 내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한국의 제조업 현장 연수과정 신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인건비 부담이 큰 한국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 노무자들이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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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ㆍ낮은 변동성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
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하락하였음.
-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으로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 확대되었음.
향후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지속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
능성

- 미 연준은 지난 2015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음.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신흥
국의 자본유출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
- 신흥국의 자본유출압력 상승 시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신흥국의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거
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함.
- 또한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대응수단으로 자산지준제
도의 효과를 분석함.
- 끝으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흐름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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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저금리가 장
기간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VIX: Volatility Index)도 낮은 수준을 유지
하였음(그림 1 참고).
- 이는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을 초래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감수행위를 증가시키고 신흥국
으로의 자본유입을 확대시킴(그림 2 참고).
-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확대는 국내 신용 팽창 및 자산가격의 급등 등을 초래하며, 자본유출압
력 상승 시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음.

그림 1. 변동성 지수(VIX)

(단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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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DB(검색일: 2015. 9. 30).

그림 2. 글로벌 자금흐름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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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ahay et al.(2014), 그림 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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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은행의 단기자금 위주에서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으
로 전환되는‘유동성 흐름의 변화(second phase of global liquidity)’가 나타남.

- 국경간 자본흐름을 거래상대(counterparty)별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은행 ↔ 은행’ 간의 자금흐름
을 중심으로 유입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은행 ↔ 비은행’ 및 ‘비은행 ↔ 비은행’ 간 흐름이
압도하고 있음.
-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도 2009년 이후 주식 및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채권투
자자금의 유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 채권투자자금의 유입규모는 위기 이전(2000~07년) 1,782억 달러보다 위기 이후(2009~14년) 6,416억
달러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음.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함에 따라 신흥국의 자본유출압력이 가중될 가능성

- 2013년 5월 22일 미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흥
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긴축발작(taepr tantrum)
이 발생
- 2015년 12월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
으며,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속되면 신흥국 자본유출압력이 확대될 것

나.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push factor) 요
인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부록 1 참고).

- 이는 자금수취국(recipient country)인 신흥국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
전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함.
- 따라서 자금을 공급한 국가(souce country)도 정책 시행 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자금수취
국(recipient country)에 초래한 파급효과에 대해 고려할 필요
또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신흥국과 선진국의 금리차이가 신흥국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부록 2 참고).

- ‘신흥국ㆍ선진국 간의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변동성(VIX)이 높을 때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
되는 데 반해, 변동성(VIX)이 낮으면 오히려 자금유출이 초래됨.
- 이는 미국 시장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이가 발생해도 곧바로 외화자금 유출로 이
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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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또한 신흥국이 금리수준을 조절하는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

다.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정책대응
IMF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가 제한적일 경우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음.

- 2012년 IMF는 Institutional View를 통해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와 각국이 자본이동
관리정책을 도입할 경우 고래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음.
- IMF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적절한 재정ㆍ통화 정책이나 유연한 환
율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고, 이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일시적으로 자본이동관리정책을 도입할 것
을 제안하였음.
이러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주요 신흥국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외환부문 관련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도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 높은 금리수준, 원화 강세에 대
한 기대감 등으로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의 유입이 확대되었음.
- 이렇게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
려가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는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마련하였음.
◦ 선물환포지션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등

- 우리나라는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의 도입을 통해 단기외채규모가 감소하고 외채구조가 장기화
되는 등 대외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라. 새로운 거시건전성 수단: 자산지준제도
본 연구는 새로운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하나로 자산지준제도(ABRR: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1)의 효과를 검토하였음.

-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rbirum) 모형을 사용하여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산
지준제도와 실제로 도입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2)의

1) 위험자산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를 통해 경기팽창기 특정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신용경색 발생 시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유동성을 적립하기 위한 제도
2)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에 대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부과하는 제도로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를 보통주 자본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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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비교분석
◦ 외부충격은 생산성, 중앙은행 정책금리, 은행 자기자본 등 공통부문 충격(common shock)과 기업가 사
적 이윤, 금융기관 모니터링 비용 및 사업 기대수익에 대한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으로
구분

자산지준제도를 통해 신용팽창기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금융불안 상황에서 해외자본 유출 발
생 시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 공통부문 충격에 대해서는 두 제도가 유사한 효과를 보이나, 특정부문에만 영향을 주는 부문 고
유충격에 대해서는 자산지준제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산지준제도를 통해 신용팽창기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이후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기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함을 의미

표 1. 정책간 효과 비교
정적 자기자본 규제
제도 적용방식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

경기대응완충자본

자산지준

자기자본비율을 경기대응적으로 자산의 일정비율을 무수익지준으로
변동하도록 강제
보유하도록 강제

신용사이클 완화효과

공통부문 충격

비효율적
(은행자본 감소 시 금융의
경기순응성 확대)

효율적

효율적

부문 고유충격

비효율적
(은행자본 감소 시 금융의
경기순응성 확대)

비효율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정책효과 발생)

효율적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가. 신흥국의 거시건전성정책 도입 정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상황에 직면한 신흥국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함에
정당성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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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이 국내요인(pull factor)보다는 글로벌 요인(push
factor)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변동성(VIX)의 수준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spread)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남.
- 이는 글로벌 자금의 수취국(recipient country)인 신흥국의 경우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급격
한 자본유출에 대응하기보다 거시건전성정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나.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출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주로 은행 외환부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의
유출 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함.

- 우리나라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를 통해 은행 외환부문의 건전성 제고
- 그러나 은행부문을 제외한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
- 또한 자본유출에 대응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을 고려할 필요
◦ (단기) 외환보유액 축적, 글로벌 금융안정장치(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IMF 긴급자금
인출 등
◦ (중장기) 거주자의 해외 자본투자 여건 개선, 거시건전성정책 적용대상 확대(은행→비은행)를 통해 ‘그
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

다. 자금이동관리정책에 대한 IMF와 OECD의 차별적 입장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자금이동관리정책 활용에 대한 IMF와 OECD 간 견해차이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G20 등 국제
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

- IMF와 G20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음.
- OECD는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수단(선물환포지션한도)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하
지만 국경간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정책은 도입하되 ‘회원국간 상호 감시(peer review)하에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유보조항(reservation)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만약 IMF와 OECD 간 견해차이가 지속되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신흥국이 겪게 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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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활용이 제약되어 위기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자본
이동관리정책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
- 따라서 급격한 자본흐름(surge-type of capital flows)에 대해서는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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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표 1-1. 신흥국3) 자본유입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자본유입 결정요인
공급
요인

전체

직접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 투자

미 국채금리

-0.27

***

-0.21

***

-0.20

***

-0.36

***

-0.16

변동성

-0.39

***

-0.13

*

-0.53

***

-0.27

**

무역개방도

-0.38

경제성장률

0.04

***

0.02

**

0.04

인플레이션

0.00

0.00

***

경제규모 평균

0.51

**

1.35

-5.80

***

-12.08

수요
요인

상수항

0.14

-0.68

은행차입
-0.27

***

-0.17

-0.27

*

***

*

0.28

0.11

-0.38

***

0.01

0.01

0.00

0.00

0.00

0.00

***

0.52

0.17

0.63

**

-0.09

***

-7.77

-8.40

***

-5.10

***

-5.49

***

0.00

관측치

1,261

1,356

923

922

883

664

결정계수

0.28

0.35

0.20

0.14

0.22

0.10

**

주: 1) 미 국채 10년물 금리(%)
2) VIX의 로그값
3) GDP 대비 수출입의 비중(%)
4) 실질 GDP 증가율
5) GDP 10년 평균의 로그값
6) 종속변수는 각 자본유입변수의 로그값
7)***, **, *은 1%, 5%, 10% 유의성.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2. 우리나라의 주식 및 채권펀드 자본유입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주식펀드

공급요인

내외금리차

0.09

변동성

-0.55

-2.04 ***

위기 이후x내외금리차

0.84 ***

위기 이후x변동성

-0.38 ***

산업생산

수요요인

채권펀드
-0.23

0.01

1.69 ***
-0.28
0.08 ***

물가상승률

-0.26 ***

상수항

2.46 ***

0.11
5.52 ***

관측치

128

128

결정계수

0.40

0.18

주: 1) 내외금리차(%p)=한국 국채 10년물 금리(%)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2) 변동성=log(Vix)
3)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4)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5) 종속변수는 주식 및 채권펀드 유입비중(%)
6) 분석기간: (위기 전) 2005년 1월~2008년 8월, (위기 후) 2009년 1월~2015년 8월
7) ***, **, *은 1%, 5%, 10% 유의성.
자료: 저자 작성.

3) MSCI가 분류하는 신흥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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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표 2-1. 신흥국 채권자금 흐름과 변동성의 역할
Model

(1)

(2)

(3)

(4)

(5)

Intercept

0.786***

0.750***

0.720***

0.729***

0.751***

(4.54)

(4.31)

(4.15)

(4.20)

(4.30)

-0.107**

-0.248**

-0.208*

-0.185**

-0.195***

(-1.96)

(-2.38)

(-1.93)

(-2.08)

(-4.36)


 ×

-0.175*

 

(-1.69)

 ×

0.097

    

(0.85)

 ×

0.029

    

(0.24)

 ×

-0.007

    

(-0.07)

 ×

   

0.188
(1.02)

 



-0.749

-1.666

-2.114***

-2.168***

-0.358

(-1.43)

(-1.41)

(-2.79)

(-3.07)

(-0.76)

 ×

0.698

 

(0.67)

 ×

0.872

    

(0.69)

 ×

1.777*

    

(1.95)

 ×

2.000**

    

(2.28)

 ×

   
 

-2.001**
(-1.98)

 


0.1982

0.1880

0.2056

0.2131

0.2104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임.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종속변수로 신흥국 채권펀드 순유입 변화율을 사용함. 는
차분을 의미하고, VIX는 CBOE의 Volatility Index, SPREAD는 신흥국의 1년 이자율과 미국 1년 만기 국채 이자율과의 차이를 나타냄.  는 VIX의 평균,
 는 VIX의 표준편차를 의미함.      는 금융위기 징후가 나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당월 VIX의 값이 VIX의 평균값에서 표준편차의 1/2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 1, 그렇지 않을 때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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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신흥국 주식자금 흐름과 변동성의 역할
(1)

(2)

(3)

(4)

(5)

Intercept

Model

0.321***

0.309***

0.303***

0.297***

0.284***

(3.33)

(3.17)

(3.12)

(3.06)

(2.90)



-0.178***

-0.257***

-0.209***

-0.227***

-0.131***

(-5.81)

(-4.48)

(-3.45)

(-4.55)

(-5.74)

 ×

0.087

 

(1.63)

 ×

0.161**

    

(2.57)

 ×

0.090

    

(1.38)

 ×

0.119**

    

(2.10)

 ×

   

-0.011
(-0.11)

 



-0.293

0.105

-0.677

-0.486

0.365

(-1.02)

(0.24)

(-1.62)

(-1.35)

(1.36)

 ×

0.725

 

(1.03)

 ×

-0.222

    

(-0.41)

 ×

1.075**

    

(2.06)

 ×

0.850*

    

(1.69)

 ×

   
 

-2.182***
(-3.09)

 



0.2266

0.2202

0.2204

0.2286

0.2377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임.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종속변수로 신흥국 주식펀드 순유입 변화율을 사용함. 는
차분을 의미하고, VIX는 CBOE의 Volatility Index이고, SPREAD는 신흥국의 1년 이자율과 미국 1년 만기 국채 이자율과의 차이를 나타냄. 는 VIX의

 는 VIX의 표준편차를 의미함.     는 금융위기 징후가 나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당월 VIX의 값이 VIX의 평균값에서 표준편차의 1/2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 1, 그렇지 않을 때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임.

평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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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우리나라 채권자금 흐름과 변동성의 역할
Model

(1)

(2)

(3)

(4)

(5)

0.772***

0.696***

1.349***

0.756***

1.426***

(5.27)

(4.66)

(5.98)

(5.00)

(6.27)

-0.083*

-0.195**

-0.181**

-0.164***

-0.078**

(-1.68)

(-2.49)

(-2.47)

(-4.73)

(-2.01)

 ×

0.040

0.132

    

(0.46)

(1.58)
0.067

0.004

(0.42)

(0.03)

Intercept


 ×

-0.140**

 

(-2.06)

 ×

   

 



-0.642

-0.978

-0.935

-0.111

-0.404

(-0.97)

(-1.31)

(-1.34)

(-0.19)

(-0.69)

 ×

1.979*

1.670

    

(1.87)

(1.64)

 ×

0.448

0.654

   

(0.33)

(0.51)

 ×

1.022

 

(0.89)

 

 

1.760**

 

1.168

(1.96)

(1.29)

-1.294***

-1.306***

(-3.75)

(-3.78)



0.1712

0.1667

0.2755

0.1399

0.2384

Number of obs

124

124

124

124

124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임.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종속변수로 신흥국 채권펀드 순유입 변화율을 사용함. 는
차분을 의미하고, VIX는 CBOE의 Volatility Index를, SPREAD는 우리나라의 10년 국채 이자율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과의 차이를 나타냄. 는
VIX의 평균,  는 VIX의 표준편차를 의미함.     는 금융위기 징후가 나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당월 VIX의 값이 VIX의 평균값에서 표준편차의 1/2 이상일 때 1, 그렇지 않을 때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임.   는
일별 원화가치변화율의 월별 평균,   는 일별 원화가치변화율의 표준편차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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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우리나라 주식자금 흐름과 변동성의 역할
Model

(1)

(2)

(3)

(4)

(5)

0.322***

0.319***

0.481***

0.329***

0.462***

(4.07)

(3.97)

(3.82)

(4.10)

(3.70)

-0.103***

-0.122***

-0.118***

-0.090***

-0.060***

(-3.88)

(-2.90)

(-2.89)

(-4.86)

(-2.81)

 ×

0.041

0.076

    

(0.89)

(1.63)
0.015

-0.016

(0.17)

(-0.19)

Intercept


 ×

0.030



(0.82)

 ×

   

 



-0.269

-0.146

-0.119

-0.248

-0.189

(-0.75)

(-0.36)

(-0.30)

(-0.78)

(-0.59)

 ×

-0.230

-0.163

    

(-0.40)

(-0.29)

 ×

-0.198

-0.302

   

(-0.28)

(-0.43)

 ×

0.116



(0.19)

 

 
 

 



Number of obs

1.253**

1.182**

(2.50)

(2.37)

-0.329*

-0.262

(-1.71)

(-1.38)

0.1662

0.1670

0.2212

0.1618

0.2049

124

124

124

124

124

주: ( ) 안의 값은 t통계량임.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종속변수로 신흥국 채권펀드 순유입 변화율을 사용함. 는
차분을 의미하고, VIX는 CBOE의 Volatility Index를, SPREAD는 우리나라의 10년 국채 이자율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과의 차이를 나타냄. 는
VIX의 평균,  는 VIX의 표준편차를 의미함.     는 금융위기 징후가 나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당월 VIX의 값이 VIX의 평균값에서 표준편차의 1/2 이상일 때 1, 그렇지 않을 때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임.  는
일별 원화가치변화율의 월별 평균,  는 일별 원화가치변화율의 표준편차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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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각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
하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와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됨.

- 다양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경영 여건 및 환경을 제고
함으로써 외투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그러나 최근 들어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퇴출 증가 및 매출 감소
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숙련 노
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
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심화의 관계에 대해 이론 및 실증
분석을 시행함.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경제 성장과 발전,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선진
기술 유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인적자본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인 반면, 본 연
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의 양극화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구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규모에 따
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외투기업의 진입이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경쟁균형이론과 기업 및 노동자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음.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바,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수립 및 방향 제시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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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양극화 현상
198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투자환경 개선, 적극
적인 유치 활동 등에 힘입어 2014년 사상 최대의 유입실적을 달성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정을 시작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확대
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 190억 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등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의 경우 축소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 열세, 높은 인력 부족률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숙련 정도별(숙련/비숙련),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급여
수준과 복지 수혜 여부 등으로 살펴보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①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기업의 퇴출확률을 높이며,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구축효과는 제조업과 저수출산업1)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각 그룹에서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압력을 받음.

② 외투기업의 진입이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세부 분석에 따르면 외투기업은 제조업과 고수출산업에서 국내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데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함.

1) [부록 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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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상을 종합하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외투기업의 진입이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① 이론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났음.
외투기업이 숙련 노동집약적인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임금 프리
미엄의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비숙련 노동집약적인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임금 프리미엄 감소로 이어짐.

② 실증분석2) 결과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 유통, 기차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론에 따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집약적임을 시사함.

- 또한 위 산업분야에는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
가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

3. 정책 제언
가.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일부 세부분석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 바,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연계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

2) [부록 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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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국내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함.

-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부품, 제품 조달 관계는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수시로 국내 공급업자
를 방문해서 제품공정을 관찰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따라서 국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외투기업에 세금혜택, R&D 투자제한 완화 등의 다양한 정
책적 유인 제공이 필요함.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두 기업간 활발한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
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외투
기업과의 사업기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으로 실시되었던 외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Global Find 사업3)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 또한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교류의 장인 ‘투자협력 협의회’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 중소
기업과 활발한 교류를 한 외투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현 정책의 지속
적인 실시가 필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기업경영에 중요한 국제정보의 주기적인 제공, 국내 및 해외 자금이 국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특히 중소기업들은 외투기업과의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어렵고, 시장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에도 애로사항이 많아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열세에 있음.
- 시장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변화, 국제소비자 선호
변화 등에 대한 거시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세계 품질 표준, 외투기업 특성 등 미시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윈윈펀드’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잘 매칭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3) 외투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정보를 소개하고 1대 1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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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이 외투기업의 니즈를 잘
인지하는 것은 물론, 질 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이 뒷받침되어야 함.

- 외투기업이 핵심 부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게 된다면 이는 국내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선진기술 전파의 메커니즘도 확대하여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더욱 활발하게 국내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임.

라. 외투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가 기존 중간재 공급 및 수요에서 전문서비스분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
록 지원 필요

- 최근 외투기업의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R&D 개발
분야, IT 컨설팅 등에도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4)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
및 지식산업 분야에서도 외투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음.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투기업 적극 유치
기술전파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 및 고도기술 보유 외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
여 중소기업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의 방향이 ‘절대적인 금액’ 기준에서 ‘국내에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유치’로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기술수준, 국내기업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외투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현금지원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4) 2015년 10월 외국인투자주간행사에 참여한 모바일 보안분야 세계 1위인 프랑스 오베르뛰르 테크놀로지사는 한국에 연구개발센
터 설립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에 진출할 계획을 설명한 바 있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제11회 외국인투자주간행사(FIW) 개최｣).

42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비숙련 노동자들이 본인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이동하거나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에 대한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는 바, 비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간 이동, 기술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도모가 필요함.

정부 주도로 대학교,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언어 및 기술적으로 훈련된 노동력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며,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구상한다면 효과적일 것
으로 기대

- ｢201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
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또한 효율적인 고용매칭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보
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현재 시행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중 교육훈련 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증액 등의 적용대
상기업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 노동자들까지 확대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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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세부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대상 전체 샘플을 제조업종사그룹과 서비스업종사그룹으
로 나누고, 고수출그룹과 저수출그룹으로 분류하였음.

고수출과 저수출 그룹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되 ｢기업활동조사｣의 산업
분류는 KSIC를 따르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액 데이터는 SITC 코드를 따르기 때문에 두
차례의 변환과정을 거침.

- KSIC-ISIC표(통계청 제공), Correspondence Tables(Eurostat 제공, ISIC REV.3- SITC
REV3.),

Corespondence between ISIC REV.4 and ISIC REV.3.1(UNSD 제공)을 이용하여

KSIC를 ISIC로 바꾸고 다시 ISIC를 SITC로 변환하여 KSIC 산업별 2006년부터 2013년의 평
균 수출액을 구하였음.
- 그리고 두 그룹의 관찰 수가 비슷하도록 화공, 전기ㆍ전자, 기계ㆍ장비, 운송용 기계는 고수출
그룹으로 그 외 산업은 저수출그룹으로 나누었음.
- 그 결과 고수출산업은 화공, 전기ㆍ전자, 기계ㆍ장비, 운송용 기계 산업이며 저수출 산업은 의
약, 식품, 어업, 비금속광물, 제지ㆍ목재, 농ㆍ축ㆍ임업, 섬유ㆍ직물ㆍ의류, 광업, 기타 제조, 금
속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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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초기 3년(1993년부터 1995년까지) 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된 산업들을 산업집단 A로, 적게 유입된 산업들을 산업집단 B로 구분하였음.

- 산업집단 A는 식품, 화공, 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금융/보
험, 비즈니스서비스업의 9개 산업이 포함
- 산업집단 B는 섬유/직물/의류, 제지/목재, 의약, 비금속광물, 금속, 기타 제조, 운수/창고(물류),
통신, 문화/오락, 공공/기타 서비스의 10개 산업이 포함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45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mshan@kiep.go.kr

임태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thlim@kcmi.re.kr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sbongk@dongduk.ac.kr

강은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ejkang@kiep.go.kr

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경제의 부상,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역외시장의 발전 등에 힘입어
진전되어왔으며, 2015년 11월 위안화가 IMF의 SDR에 편입됨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 그동안 중국정부는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 후강통(沪港通) 제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본시
장을 개방하였으며, 홍콩, 싱가포르 등 역외 위안화 허브의 발전 등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5년 11월 30일 IMF는 SDR 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하였으며, 미 달러
(41.7%)와 유로화(30.9%) 다음 세 번째(10.9%)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
이러한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위안화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위안화 직거
래시장 개설, 청산결제체제 구축, RQFII 한도 획득 등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를
구축

우리나라는 위안화 금융 중심지로서 충분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여타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
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크고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시
위안화 축적에 유리
- 그러나 아직 국내 위안화 비즈니스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므로 여타 위안화 역외 허브보다 경쟁력
을 확보한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여타 위안화 역외 허브
의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추진방안 제시

- 한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발자인 홍콩, 싱가포
르, 영국 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주요국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을 통해 한국이 위안화 역외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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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1) 위안화의 국제화
통화의 국제화 단계별로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과정을 점검

- 통화의 국제화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① 무역결제통화(Vehicle currency) ② 투자통화(Investment
Currency) ③ 준비자산통화(Reserve Currency ④ 기축통화(Anchor Currency)로 단계적으로 진화
[무역결제통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위안화의 무역결제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제3국
간 무역결제에서 위안화의 사용은 제한적

- 중국정부는 2009년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무역결제를 허용하였다가, 2011년 전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허용(표 1 참고)
- 이에 따라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규모는 2009년 4/4분기 36억 위안에서 2015년 3/4분기 2조
1,376억 위안으로 594배가 급증
- 하지만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의 대부분은 홍콩 등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국가와의
교역관계에 기초한 결제수요에 국한
- 진정한 의미의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제3국간 무역결제에서도 위안화의 사용이 확대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위안화 거래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위안화 수요가 창출되어야 함.

표 1. 위안화 무역결제정책 확대과정
시기

주요 내용

2009년 4월

- 광둥, 심천, 주하이, 동관 시범도시 선정 시작
- 홍콩, 마카오 및 ASEAN 국가들과의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를 시범적으로 사용

2010년 6월

-

2011년 3월

- 중국 전 지역의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2014년 6월

- 개인의 위안화 무역결제 전면 허용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시 20개 도시와 성(베이징, 톈진, 저장, 푸젠, 산둥, 광시, 충칭 등)으로 확대
위안화 시범기업 365개에서 6만 7,724개로 확대
홍콩 아세안 지역에서 대상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
위안화 시범업무 범위에 해외업무, 서비스 무역 및 경상거래의 위안화 결제 등 확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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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화] 위안화는 환율의 안정성 제고 및 완만한 절상, 높은 이자율 지속 등으로 투자통화로서의
기능이 강화

-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을 통해 위안화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위안화는 주요 통화(달러, 유로, 엔화 등)보다 안정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위안화는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꾸준히 절상되어왔음.
-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한 데 반해 자본유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에 따라 중국 내 이자율은 국제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준비자산통화] 2015년 11월 IMF가 위안화를 SDR에 10.92%의 비율로 편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위안화가 준비자산통화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

- 위안화는 달러, 유로 다음으로 높은 편입비율을 확보함에 따라 세계 3위의 국제통화로 급부상하
였음.
◦ 미 달러(41.7%), 유로화(30.9%), 위안화(10.9%), 엔화(8.3%), 파운드화(8.1%)

- 이외에도 28개 국가와 3조 위안 이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위안화의 국제 유동성 확대
에도 일정 기여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2일 1,8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2011년 10월 26
일 3,600억 위안 규모로 확대하였음.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는 중국 이외 지역에 형성된 금융중심지로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역외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의 거래가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의 집적지

중국 금융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므로 중국정부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통해 해외에서 위안화
수요를 창출하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위안화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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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전략 비교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의 초창기 단계

- 이는 홍콩이 이미 오래전부터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추진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정부가
지금까지는 홍콩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시험해왔으나, 최근 홍콩 이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위
안화 국제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임.

표 2. 주요국의 위안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
항목
위안화
무역결제

홍콩

대만

영국

62,583

92

27

827

2,633

208

위안화 역외채권
위안화 예금

싱가포르

(단위: 억 위안)

룩셈부르크

한국

10,036

2,770

3,020

254

62

194

RQFII

2,700

500

1,000

800

500

800

위안화 대출

1,880

169

61

주: 2014년 말 기준.
자료: 김한수(2015)1)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럼에도 주요 위안화 역외허브는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강조

- 홍콩은 가장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풀(pool)을 확보한 위안화 역외허브의 선두주자로서 중국기업
의 글로벌화 지원을 내세우고 있음.
- 싱가포르는 중국정부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우며, 일대일로 관련 위안화 채권 및 상품
선물거래 등 금융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 대만은 중국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안화 역외허브 추진의 의의로 내세우면서 실리
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세계 최고이므로 향후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함을 강조
- 영국은 기존 국제금융센터로서 발전된 금융인프라, 홍콩과의 지리적 시간차, 유럽 위안화 허브의
중심지임을 강조
- 룩셈부르크는 일대일로 유럽 종착지로 중국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로서 유럽 위안화 허브의 중
심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1) 김한수(2015),｢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구축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51

표 3. 주요 위안화 허브 지역의 차별화 포인트
지역

주요 차별화 포인트

홍콩

- 가장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위안화 허브의 선두주자,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싱가포르

- 중국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진정한 역외 허브,‘일대일로’역외 위안화 채권과 위안화 상품 선물 경쟁력

대만

- 중국 진출 대만기업에 대한 위안화 금융지원, 실물부문에서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확보 가능

영국

- 국제금융센터의 금융인프라, 지리적 시간차, 유럽 위안화 허브의 중심지

룩셈부르크

-‘일대일로’유럽 종착지, 중국기업 유럽 진출 교두보

자료: 저자 작성.

중국과의 협조적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

- 중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후강퉁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홍콩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수임.
- 영국은 위안화 역외 허브를 구축하는 데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에 가입하였음.

다.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
우리나라는 위안화 역외 허브 구축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표 4.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기대효과
구분
부가가치 확대

금융산업 부가가치 영역이 위안화 관련 분야로 확대

해외 수요 유치

해외의 위안화 서비스 수요를 국내 금융사들이 유치

국내 고용 확대

해외 금융사들을 육성하여 관련 고용 창출

중국 금융 전문가
자료: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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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관련 전문가 육성을 통해 향후 개방 대비

이에 따라 위안화 역외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인프라를 구축

- [통화스와프] 2008년 12월 중국인민은행과 한국은행은 1,8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10월 3,600억 위안(64조 원)으로 확대
◦ 2013년 1월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하여 무역결제를 지원함으로써 양국 무역의 자국 통화
결제 활성화를 도모2)

- [무역결제] 위안화 무역결제규모는 2010년 4/4분기 1억 3,840만 달러에서 2015년 3/4분기
11억 4,51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
-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2014년 12월 원ㆍ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설하여 거래의 편
의성 제고 및 비용 절감
◦ 또한 위안화 직거래 시장 조성자(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유도

-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 2014년 11월 교통은행 서울지점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선정하여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 [중국내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2015년 10월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개설에 대해 합의
◦ 이는 사상 첫 해외 원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위안화 예금] 국내 위안화 예금규모는 2011년 8,000만 억 달러에서 2014년 193억 7,000만
달러로 급증하였음.
- [위안화 채권] 2014년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서 위안화 채권 발행이 시작되었음.
◦ 우리은행(2014년 10월), 공상은행(2014년 10월), 하이난항공(2015년 3월)이 국내 위안화표시채권
을 발행하였음.

-[RQFII] 2014년 7월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 원) 규모의 RQFII 한도를 획득하여 중국 금
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3)

2)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3) 2015년 11월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RQFII 쿼터 한도를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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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가. 여타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위안화 무역결제규모를 확대하고, 중국과 실물 교류관계가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안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필요

- 위안화 무역결제규모 확대를 통해 국내에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무
역결제 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홍콩, 런던,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위안화 파
생금융상픔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대규모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의 전략을 주목할 필요
- 우리나라는 대만 다음으로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크므로 중국과 교역관계가 있는 기업
의 자발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해야함.

나. 통화스와프으로 확보한 위안화를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통화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 유동성은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

- 위안화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확대 및 통화 다변화를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하였음.
- 런던은 외환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안화 통화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로 금융상품을 출시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홍콩,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 경
쟁력을 갖기 어려움.

다. 위안화 금융특구 조성을 통한 위안화 비즈니스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중국이 고임금 부가가치 고도화로 산업구조를 전환함에 따라 위안화 금융특구 조성을 통해 위안화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

- 대만은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쿤산(崑山) 위안화 투자 특별구를 조성하
였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산동(山東)지역을 위안화 경제특구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2015년
11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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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중국이 고임금 부가가치 고도화로 산업구조를 전환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이
이전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안화 경제특구 조성과 더불어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할 필요

라. 국내 은행의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참여를 확대할 필요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1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

-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를 도입
하였으며, 2015년 10월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1단계)을 공식 출범
- 우리나라는 교통은행을 통해 위안화 청산 결제를 하고 있지만, 위안화 결제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해 CIPS에 가입할 필요
◦ 2015년 12월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CIPS에 가입하였음.

마.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
은행이 위안화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위안화 예금을
확대해야 함.

- 일부 국내은행은 위안화 유동성이 부족하고 환리스크 헤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위안화 예금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위안화 예금상품 확대를 통해 기업이 무역결제 시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유인 제공

바. 중국계 금융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중국기업의 채권 발행을 유도
위안화 역외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채권시장이 핵심 경쟁력이므로 위안화 채권 발행을 활
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중국기업의 신용평가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 위안화 채권시장의 인프라가 미비함에 따라 중국기
업의 국내 채권 발행도 미진함.
- 따라서 중국기업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위안화 채권 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또한 채권 발행 시 비거주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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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RQFII 한도 확대 및 국내 금융기관을 중국 투자 전문 금융사로 육성
국내 금융기관이 중국의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국 투자 전문 금융사를 육성해야 함.

- RQFII 한도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국 투자 전문 금융사를 육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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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 등과 같은 가치사
슬에서 결정됨.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최근 들어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음.
최근에는 조립생산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그밖의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부가
가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가 길수록 다시 말해 공정이 복잡할수록 해당되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율도 높아지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음. 또한 제품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 등과 같은 생산의 과정들이 지리적으로 세밀
하게 분해됨.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을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조달하고 있음.

- 애플사는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한 후에 유통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국내 본사가 제품디자인 및 부품 조달을 담당하고 외국의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ㆍ생산한 후에 세계시장에 유통시키는 추세를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구조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국제생산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등과 같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운수 서비스, 금융ㆍ통신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가치사슬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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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의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국별 및 산업별 비교우위는 어떤 변화를 보이며, 비교우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숙련노동의 활용,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 등과 같은 변수들은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
고 있으며, 주요국 및 산업별로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국가 및 산업별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산
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거래비용을 제외한 수출부가가치의 산출
본 연구는 Stehrer(2013), Koopman, Wang and Wei(2014), 최낙균, 한진희(2012), 최낙균, 김영
귀(2013), 정성훈(2014), 윤우진(2015) 등의 기존 연구와 달리 수출부가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하
고 순부가가치를 산출함.

수출의 부가가치는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 보조금, 운송마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생산요소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순부가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액에서 투입요소비
용, 순생산물세, 국제운송마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부가가치로 정의함.
- 국제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생산물세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순생산물세와 국제운송마
진과 같은 비용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 수출 총액의 약 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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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거래비용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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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멕시코 기타 국가 러시아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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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분석결과를 보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의 기간 동안 총액기준 전 세계 수출은 3.7배 증가하였
는데, 국내부가가치는 3.4배 증가하였고, 외국부가가치는 5.0배 증가함(표 1 참고).

-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국내부가가치의 증가폭이 총액기준 수출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또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3.9배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줌.
-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
이 국내 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1995년 전 세계 총액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가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함.

-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 중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음.
-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중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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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중에서 Stehrer(2013)은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
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남.

-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음.
-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
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분석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
였는데 세계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고).

-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22.7%에서 37.8%로 급속하게 증가함.

표 1.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구성항목별 추이

연도

총액기준
수출액

국내부가가치

환류된 부가가치

(단위: 십억 달러, %)

제3국수출국내
부가가치

외국부가가치

거래비용

금액

비중
(%)

금액

비중
(%)

금액

비중
(%)

금액

비중
(%)

금액

비중
(%)

1995

3,983.50

3,327.90

83.5

127.9

3.2

398.7

10.0

526.6

13.2

129.1

3.2

1996

4,211.60

3,504.10

83.2

139.1

3.3

426.1

10.1

565.2

13.4

142.3

3.4

1997

4,279.00

3,558.40

83.2

139.1

3.3

427.4

10.0

566.5

13.2

154.1

3.6

1998

4,156.90

3,449.00

83.0

143.2

3.4

415.9

10.0

559

13.4

148.9

3.6

1999

4,487.90

3,684.20

82.1

167.6

3.7

478.2

10.7

645.8

14.4

157.9

3.5

2000

5,236.80

4,208.20

80.4

205.4

3.9

640.1

12.2

845.5

16.1

183.1

3.5

2001

5,059.50

4,084.30

80.7

195

3.9

606.5

12.0

801.5

15.8

173.7

3.4

2002

5,273.00

4,254.60

80.7

200.2

3.8

633.7

12.0

833.9

15.8

184.5

3.5

2003

6,064.20

4,852.60

80.0

231.6

3.8

760.9

12.5

992.5

16.4

219.1

3.6

2004

7,389.00

5,799.10

78.5

291.4

3.9

1,019.90

13.8

1,311.30

17.7

278.6

3.8

2005

8,567.30

6,665.10

77.8

340.7

4.0

1,235.80

14.4

1,576.60

18.4

325.6

3.8

2006

9,828.10

7,584.70

77.2

399.5

4.1

1,464.90

14.9

1,864.40

19.0

379

3.9

2007

11,434.30

8,803.00

77.0

470.6

4.1

1,717.90

15.0

2,188.50

19.1

442.8

3.9

2008

13,270.00 10,200.70

76.9

564.5

4.3

2,015.10

15.2

2,579.60

19.4

489.7

3.7

2009

10,347.70

8,242.70

79.7

365.3

3.5

1,379.40

13.3

1,744.70

16.9

360.3

3.5

2010

12,783.10

9,994.50

78.2

459.3

3.6

1,870.20

14.6

2,329.60

18.2

459

3.6

2011

14,646.50 11,461.80

78.3

508.5

3.5

2,144.90

14.6

2,653.30

18.1

531.5

3.6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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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원자재와 부품 등이 외국 수출에 활용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수출
에 활용되는 외국 원자재와 부품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우리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제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보
다는 우리 기업이 외국제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을 보여줌.

그림 2. 수출부가가치 구성항목의 국별ㆍ시기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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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EU
중국
(DV-RV-TV)

일본
RV

한국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기타 국가
TV
FV
Cost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나. 수출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
1) 수출부가가치의 국별 네트워크 구조
수출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미국, 중국, EU, 기타 국가의 구성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
남(표 2 참고).

- 환류된 부가가치를 보면 EU와 기타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중국의
순으로 나타남(표 3 참고).
- 특히 중국, 미국, EU 등은 주변의 경제권에서 허브(hub)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3국을 통
한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의 부품 및 중간재를 조립해서 세계시장에 최종재
를 내다파는 생산기지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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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수출을 통해 유발하는 국내부가가치의 24.7%는 중국으로부터 얻으며, 기타 개도국
(24.0%), EU(16.6%), 미국(9.6%), 일본(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역상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을 통해 유발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호주
(9.3%), 인도네시아(8.6%), 일본(6.1%), 기타 국가(5.7%), 중국(5.4%)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비중의 국별 매트릭스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수
출
국

5.40

미국
호주
중국

8.34

중국
12.68
6.62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2.82
3.07

5.09
19.58

9.68 4.33
33.75 16.89
3.43
8.86

3.21
9.31 3.38
5.42

일본
한국
대만

12.19
9.64
15.16

19.59
24.67
35.93

6.08 5.84

인도네시아
인도
EU

6.15
22.25
16.10

4.44 14.33 16.14
6.50 3.04
10.46 2.52

5.67
16.88

9.91
16.38

러시아
기타 국가

13.04

호주

11.36
58.91
63.71

(단위: %)

수입국
일본 한국

2.80

2.81

3.26
2.67

2.69

9.01
7.43

3.80

러시아 기타 국가
32.88
8.67
13.45

26.90
9.94
21.50

25.80
14.18
24.24

10.31
16.63
12.91

3.81
8.60 3.98

EU
31.07
14.46
10.69

3.29

2.87
3.70

15.37
30.82
4.84

4.54
9.88

5.69 2.74

5.32

45.47
31.17

35.71
23.99
15.55
25.32
24.67
52.10
30.01

주: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대국 비중이 2.5% 이상인 수치만 정리하였음. 2011년 기준.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표 3. 환류된 수출 부가가치 비중의 국별 매트릭스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수
출
국

미국
호주
중국

4.47
3.06

미국
10.52
79.68
86.46

중국
13.02
3.69

2.88

EU

러시아 기타 국가

30.39
5.65
2.73

35.67
3.65
3.50

3.28
6.25

10.03
36.39 16.52 11.20 5.20
3.03
9.14 18.32 16.23

3.07 11.84
6.42
13.48

14.43
16.99
27.69

일본
한국
대만

4.07
4.68
4.83

29.39
12.84 10.94
37.80 14.20
9.85
38.47 12.57 10.97

4.47
7.94
4.48

32.44
19.97
25.86

인도네시아
인도
EU

13.99
9.23

3.03
14.59

29.48
47.25
62.41

러시아
기타 국가

28.73 25.09

호주

(단위: %)

수입국
일본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10.38

3.23 13.24 11.51 28.92
13.98
11.79
2.62
10.00
17.57

2.59 4.74
7.79 10.36

7.38

4.48
6.94

49.73
3.15 36.18

30.39

주: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대국 비중이 2.5% 이상인 수치만 정리하였음. 2011년 기준.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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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3국 수출에 따른 국내부가가치 비중의 국별 매트릭스

(단위: %)

수입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브라질

3.11

캐나다
멕시코

7.59

미국

5.67

2.79

중국

3.57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16.16

2.90

4.20

2.73

26.38

28.59

3.24

4.08

2.55

16.82

15.77

42.04

6.12

12.43

21.79

4.18

7.17

4.91

23.26

30.05

3.87

31.90 11.47 15.58

14.73

3.92

6.87

7.86

14.96

6.49 11.82

6.29 10.27

4.44

19.55

26.61

11.30 11.47

9.50

30.03

7.74

13.90

21.51

9.57

18.02

8.19

10.83

24.77

27.87

3.06

7.03

21.38

4.63

6.61

30.16

7.73

대만

3.19

7.37

42.76

5.73

3.57 4.08 16.36 11.97 15.13
6.86

2.70 11.54

11.26

3.09

4.81

3.29

EU

3.94

3.45 11.01

14.74

3.19

5.89

4.28

4.97

11.07

3.93

5.38

3.06

11.77 3.02 23.37

4.95

8.17

인도

기타 국가

러시아 기타 국가

11.64

한국

러시아

EU

9.33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4.50 36.79

호주
수
출
국

호주

8.32 14.21

30.30
8.33

24.11
45.23

5.30

37.81

16.18

주: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대국 비중이 2.5% 이상인 수치만 정리하였음. 2011년 기준.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2) 수출부가가치의 산업별 네트워크 구조
주요 산업분야별로 가치사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중국이 미국, EU, 일본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
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속, 기계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은 EU, 미국 등과 함께 중요한 부가가치 수출국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상대적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으로 나타났으며, 운송기기분야에서는 일본이 EU
와 함께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분야 중에서 제조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소매 및 운송 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두드러지나 금융ㆍ통신의 경우에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급속하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고).

- 특히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수 서비스, 통신ㆍ금융 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는 중간
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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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별 중간재 수입비중 추이

(단위: %)

35.0
3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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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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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19.8 21.0
15.7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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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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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2

9.6

5.0
0
1995 2005 2011 1995 2005 2011 1995 2005 2011 1995 2005 2011 1995 2005 2011 1995 2005 2011
금속
기계
전자
운송기기
도소매·운송업 금융·통신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3) 수출부가가치 기준의 비교우위 분석
한국의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1)를 분석해보면 운송기기가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분석되었음(그림 4 참고).

- 도소매ㆍ운수, 농림어업, 광업의 경우 총액 기준의 데이터와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산업별 비교우위의 순위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석유ㆍ석탄, 화학ㆍ고무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결과가 총액 기
준보다 크게 낮은 것을 나타나며, 전자기기, 금속, 기계, 비금속광물, 전기ㆍ건설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순위 또는 수치가 총액 기준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1) Brasili, Epifani and Helg(1999) 등은 RCA 지수의 값이 일정한 범위 내에 수렴되도록 다음과 같은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
(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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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SCA 분석결과

<총액 기준>
운송기기
석유·석탄
전자기기
금속
화학·고무
기계
도소매·운송
교육·보건
섬유
기타 서비스
비금속광물
금융·통신
목재·종이
음식료·담배
기타 제조업
전기·건설
농림어업
광업

(0.39)
(0.34)
(0.27)
(0.12)
(0.06)
(0.04)
(0)
(-0.07)
(-0.39)
(-0.46)
(-0.49)
(-0.51)
(-0.57)
(-0.6)
(-0.72)
(-0.8)
(-0.91)
(-0.1)

<총액 기준>
운송기기
금속
기계
도소매·운송
비금속광물
전자기기
화학·고무
기타 서비스
석유·석탄
기타 제조업
목재·종이
금융·통신
섬유
전기·건설
교육·보건
음식료·담배
농림어업
광업

<한국>

(0.4)
(0.3)
(0.25)
(0.25)
(0.22)
(0.11)
(0.04)
(-0.04)
(-0.36)
(-0.47)
(-0.55)
(-0.55)
(-0.73)
(-0.73)
(-0.74)
(-0.81)
(-0.93)
(-0.93)

(0.53)
(0.45)
(0.27)
(0.18)
(0.16)
(0.15)
(-0.04)
(-0.05)
(-0.06)
(-0.11)
(-0.12)
(-0.17)
(-0.18)
(-0.23)
(-0.43)
(-0.54)
(-0.61)
(-0.98)

<일본>

<총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운송기기
전자기기
금속
기계
비금속광물
화학·고무
도소매·운송
전기·건설
교육·보건
금융·통신
석유·석탄
기타 서비스
섬유
목재·종이
기타 제조업
음식료·담배
농림어업
광업

섬유
전자기기
비금속광물
기타 제조업
기계
전기·건설
화학·고무
금속
도소매·운송
기타 서비스
음식료·담배
운송기기
목재·종이
금융·통신
농림어업
교육·보건
석유·석탄
광업

<부가가치 기준>
(0.47)
(0.28)
(0.21)
(0.21)
(0.17)
(0.13)
(0.12)
(0.11)
(0.08)
(0.6)
(-0.1)
(-0.1)
(-0.34)
(-0.49)
(-0.57)
(-0.59)
(-0.81)
(-0.96)

운송기기
금속
기계
전자기기
도소매·운송
기타 서비스
비금속광물
전기·건설
화학·고무
석유·석탄
목재·종이
금융·통신
교육·보건
음식료·담배
섬유
기타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0.49)
(0.4)
(0.24)
(0.15)
(0.04)
(-0.01)
(-0.04)
(-0.06)
(-0.08)
(-0.15)
(-0.27)
(-0.3)
(-0.33)
(-0.4)
(-0.5)
(-0.65)
(-0.74)
(-0.91)

<총액 기준>
교육·보건
금융·통신
목재·종이
석유·석탄
도소매·운송
운송기기
농림어업
기계
기타 서비스
화학·고무
음식료·담배
기타 제조업
전자기기
비금속광물
금속
섬유
광업
전기·건설

<중국>

(0.47)
(0.33)
(0.19)
(0.14)
(0.13)
(0.11)
(0.08)
(0.08)
(0.05)
(-0.02)
(-0.07)
(-0.08)
(-0.1)
(-0.18)
(-0.19)
(-0.68)
(-0.7)
(-0.85)

<부가가치 기준>
(0.5)
(0.32)
(0.26)
(0.23)
(0.22)
(0.14)
(0.13)
(0.08)
(0.07)
(0.05)
(-0.02)
(-0.03)
(-0.07)
(-0.2)
(-0.2)
(-0.23)
(-0.29)
(-0.45)

<미국>

섬유
비금속광물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타 제조업
금속
화학·고무
음식료·담배
기계
목재·종이
도소매·운송
전기·건설
기타 서비스
운송기기
금융·통신
석유·석탄
교육·보건
광업

<부가가치 기준>
(0.24)
(0.23)
(0.19)
(0.18)
(0.1)
(0.07)
(0.03)
(0.03)
(-0.01)
(-0.02)
(-0.06)
(-0.14)
(-0.15)
(-0.25)
(-0.28)
(-0.29)
(-0.6)
(-0.62)

교육·보건
금융·통신
전자기기
석유·석탄
기계
기타 제조업
목재·종이
기타 서비스
화학·고무
도소매·운송
운송기기
음식료·담배
금속
농림어업
비금속광물
전기·건설
광업
섬유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다.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국가간 중간재의 교역이 총수출(gross exports)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국간 총수출이 아닌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분석을 수행함.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심화로 국가간 무역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총무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국가간 무역흐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 총무역이 아닌 수출부가가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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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분석함. 또한 국가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
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
- 이를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총수출을 수출부가가치, 무역비용,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
링으로 분리하고, 이를 확대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적용하여 양국간(bilateral) 수출부가가
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세, 운송비용 등 무역비용은 수출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표 5 참고).

- 이 결과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의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무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이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음.

- 이는 양질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
임.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부가가치의 유출이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부가가치를 증
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함.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의 유의미한 결정요인
으로 나타남.

-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총액 기준으로 무
역을 측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수출을 부가가치로 측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의 수출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함.
그 외에도 국가별ㆍ산업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중간재와 부품의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국내총생산(GDP)보다는 총산출(gross outut)이 더 적합하다고 Baldwin and
Taglioni(2011)이 제기한 가설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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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종속변수: ln(XV_total)

임의효과
(1)

(2)

고정효과
(3)

(4)

(5)

(6)

ln(Gross output_exporter)

0.775
(0.010)***

0.829
(0.010)***

0.914
(0.014)***

0.719
(0.011)***

0.788
(0.011)***

0.833
(0.017)***

ln(Gross output_importer)

0.994
(0.010)***

0.993
(0.010)***

1.006
(0.013)***

1.002
(0.011)***

1.001
(0.011)***

1.030
(0.014)***

ln(Distance)

-0.947
(0.046)***

-0.938
(0.045)***

-0.880
(0.048)***

Colony

-0.351
(0.197)*

-0.312
(0.191)

-0.296
(0.215)

Language

0.158
(0.101)

0.152
(0.098)

0.059
(0.102)

Contiguity

0.062
(0.141)

0.097
(0.137)

0.035
(0.142)

FTA

0.074
(0.018)***

0.066
(0.018)***

0.085
(0.025)***

0.072
(0.018)***

0.063
(0.018)***

0.079
(0.0250***

ln(KL)

0.025
(0.003)***

0.024
(0.003)***

0.018
(0.003)***

0.029
(0.004)***

0.030
(0.004)***

0.025
(0.004)***

ln(LP_high)

0.027
(0.017)

0.017
(0.017)

-0.019
(0.024)

0.018
(0.018)

0.017
(0.018)

-0.051
(0.026)*

ln(LP_low)

0.039
(0.022)*

0.018
(0.022)

-0.000
(0.030)

0.062
(0.023)***

0.038
(0.023)*

-0.002
(0.031)

ln(M_offshoring)

0.102
(0.015)***

0.142
(0.022)***

0.168
(0.016)***

0.226
(0.024)***

ln(SV_offshoring)

0.162
(0.010)***

0.176
(0.014)***

0.133
(0.010)***

0.146
(0.014)***

-0.170
(0.016)***

ln(Cost)

-0.163
(0.02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Mcontig

-2.531
(2.012)

-0.040
(1.956)

-3.153
(2.040)

관측치

42120

42120

24420

42120

42120

24420

0.57

0.57

0.65

0.48

0.48

0.56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Mdist

2

R

수출국과 수입국 고정효과

주: 모든 모형에는 상수항과 연도(year) 및 산업(industry) 고정효과를 포함하였으며, *, **, ***은 10%, 5% 및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며,
( ) 안의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편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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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가. 수출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2000년대 초반 이래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는바,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함.

- 최근 국내부가가치율의 하락추세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어 분업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생산요소로서 노동보다는 자본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짐에 따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국내부가가치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따른 낙수효
과가 더욱 작아지게 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의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가가치
율이 높은 생산공정 및 직무를 맡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함.
- 특히 우리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라 부품 및 소재 등 중간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함.

나.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딩 전략 수립
국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별 가치사슬 업그레이딩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국별 부가가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중국, 기타
개도국, EU, 미국, 일본 등과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수 서비스, 통신ㆍ금융 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
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자와 운송기기 등의 기존 산업에 새로운 IT 기술을 융합하여 우리의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전통산업과 신성장산업, IT 산업과 비IT 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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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 활성화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기여하며, 재화 오프쇼링은
중간재에 비해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부가가치에 거의 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되고 심화됨으로써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외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라. 서비스 경쟁력 강화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분야 못지않게 효율적인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13.9%로서 전 세계 평균(21.7%)
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미국(34.5%), EU(33.6%), 일본(21.1%)은 물론이고 중국(14.4%)과 인도
(22.9%)에 비교해보아도 낮은 수준임(표 6 참고).

표 6. 주요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2011년)

(단위: %)

전기ㆍ가스ㆍ
수도ㆍ건설

도소매ㆍ
운수업

통신ㆍ금융ㆍ
부동산

행정ㆍ교육ㆍ
보건

기타서비스ㆍ
숙박ㆍ여행

서비스전체

호주

0.2

7.2

5.0

2.1

4.2

18.6

브라질

1.0

2.8

6.3

0.3

5.8

16.2

캐나다

0.9

4.0

6.8

0.8

4.4

16.9

중국

0.5

8.2

3.8

0.1

1.7

14.4

EU

1.1

12.8

16.4

0.6

2.7

33.6

인도네시아

0.0

3.8

2.0

0.6

4.1

10.5

인도

0.0

2.0

15.3

0.0

5.6

22.9

일본

0.1

16.1

2.7

0.1

2.1

21.1
13.9

한국

0.1

9.6

2.9

0.5

0.9

멕시코

0.0

9.2

1.2

0.0

0.2

10.6

러시아

0.6

34.1

0.9

0.2

1.7

37.5

대만

0.0

3.1

1.7

0.1

1.8

6.8

미국

0.0

12.4

18.0

1.5

2.6

34.5

기타 국가

0.6

3.4

6.4

0.3

1.4

12.1

세계 평균

0.5

9.4

8.9

0.5

2.3

21.7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제조업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운송기기산업은 33.9%로서 가장 높게 나타
나며 그 다음으로 기계(27.7%), 금속(27.2%), 전자(27.0%), 화학(25.3%), 섬유(19.2%)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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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운송기기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크게 낮으며 특히 섬유의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기여도가 10%p나 낮게 나타남.

그림 5.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2011년)

(단위: %)

40.0
33.9
2.9

35.0
30.0
25.0
20.0

19.2
2.7

15.0

4.8

10.0

2.8

5.0
0.0

5.4
3.5
섬유

25.3
2.4
8.2

27.2
1.5
2.6
3.2
4.5

3.8

15.4

4.4

11.0

3.8

16.5

기타 서비스
행정·교육
금융·통신
물류
전기·건설

9.9

7.0
화학

6.2

7.5

6.6

3.6
4.1

27.0
2.0
3.2

27.7
2.0
4.3

4.5
금속

기계

전자

운송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마.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규제 완화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함(표 7 참고).

-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파트너로서의 매력도를 높여야 함.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부정적인 효과는 증폭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어느
한 나라의 거래비용 증가가 여타국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

표 7.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한국

세계 평균

순생산물세

운송마진

합계

순생산물세

운송마진

합계

1995

2.43

0.55

2.98

0.95

0.26

1.21

2000

2.64

0.66

3.30

0.93

0.30

1.23

2005

2.38

0.58

2.96

1.09

0.32

1.40

2010

2.12

0.69

2.81

1.01

0.30

1.31

2011

1.97

0.75

2.72

1.01

0.32

1.32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5. 1. 20)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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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
분야 개방의 필요성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

- 서비스 부문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고용의 약 80%, 그리고
GDP의 약 75% 정도라고 알려져 있음.
- 더 나아가 서비스 자체의 무역증가,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 수요증가 등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무역
에 대한 장벽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한 이슈

각국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서비스 장벽 계량화에 대해 관심을 증대해왔으나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
파악 어려움.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상품무역을 원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증가를 초래하였으
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발달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증가시켰고, 직ㆍ간접적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증가를 초래함.
- 서비스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관세가 다
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빠르게 감축되는 동안,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완화와 이로 인한 개방수
준 향상은 그 진전수준을 알기조차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 규제 및 제한수준의 향상이 무역이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
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본 연구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 및 제한사항 완화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무역 및 생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개방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분석의 틀로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무역개방지수 도출방법에 비해 진일보한 OECD 서비스무역
제한지수를 분석을 위한 변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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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특성과 이 지수를 통해 국가별 서비스 분야별 개방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적 방법을 통해 알아보며, 일반균형분석모형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완화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로 본 서비스 분야 개방의 특징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는 34개 OECD 회원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
을 포함한 총 40개 국가의 18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수준을 지수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전체적인 특징으로 국가별로는 서비스 분야별 특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값이 큼. OECD의 주요 파트너 6개국을 중심
으로 높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내에서도 동유럽국가를 중심으
로 높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나타냄. 다만 서비스 분야별로 편차가 큼.
◦ 한국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제한수준을 나타냄.

- 엔지니어링, 유통, 보험, 도로운송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제한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항
공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은 상대적은 높은 편임. 분야별로 W120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쿠
리어, 통신, 시청각)의 전반적인 제한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것 이외에는 전반적인 특징이 있는 것
은 아닌 것으로 판단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정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별 제한사항의 숫자와 얼마나 많은 제한사항이 각 국
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지 제한사항의 이질성(regulatory heterogeneity)을 보여줌.

- 상품에서의 개방은 관세철폐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라는 것은 완전한 규제
의 철폐를 의미하지 않음. 서비스 분야의 개방(무역비용 감축)은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사항을 감
축시키는 수직적 개방과 국가간 동일한 분야에서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적용함에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수평적 개방으로 나눌 수 있음. 규제 이질성은 수평적 개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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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비스 분야별 규제 이질성 비교

분야

분야별
총제한사항의 수

동일한 제한사항이 국가간 공통으로 나타난 경우의 수
31~40개국(A)

21~30개국(B)

11~20개국(C)

0~10개국(D)

D항의 비중(%)

법률(PSleg)

63

3

15

12

33

52.4

회계(PSacc)

60

2

12

13

33

55.0

건축(PSarc)

63

2

7

13

41

65.1

엔지니어링(PSeng)

63

1

7

7

48

76.2

컴퓨터(CS)

46

1

5

5

35

76.1

쿠리어(CR)

78

1

8

15

54

69.2

131

0

9

40

82

62.6

영화(ASmot)

61

1

5

9

46

75.4

방송(ASbrd)

62

2

10

13

37

59.7

음향(ASsou)

59

0

6

5

48

81.4

건설(CO)

59

1

6

7

45

76.3

유통(DS)

75

0

6

7

62

82.7

보험(FSins)

146

4

9

28

105

71.9

은행(FSbnk)

91

2

8

14

67

73.6

해운(TRmar)

80

0

6

14

60

75.0

항공(TRair)

136

40

9

31

56

41.2

철도(TRrai)

84

1

7

8

68

81.0

도로(TRrof)

55

0

9

6

40

72.7

1,273

91

149

244

852

68.5

통신(TC)

총계

정책범주별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진입 제한과 인력이동 제한이 가장 큰 서비스 장벽을 이
루고 있음.

- 정책 범주는 시장진입 제한, 인력이동 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 제한, 규제 투명성 등 다섯 가지
임. 정책 범주별 구성비중은 시장진입 제한(정책범주 1), 인력이동 제한(정책범주 2), 경쟁 제한
(정책범주 4)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정책범주 1과 정책범주 2의 제한사항
비중이 높으며, 전문직 서비스(법률, 회계, 건축)와 해상운송서비스 분야에서는 두 정책범주 비중
의 합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차별적 조치(정책범주 3)나 행정적 부담(정책범주 5)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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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완화를 통한 개방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 분석에서 많이 이용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통해
본 서비스 분야의 정책적 제한수준이 양자간 서비스 무역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OECD 40개 국가
12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봄.

- 본 보고서의 분석은 ① 개별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의 향상이 서비스 무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
② 개별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 향상이 해당 서비스 분야 무역에 미치는 영향, ③ 개별 서비스
분야 정책 범주별 제한사항의 완화를 통한 개방수준의 향상이 개별 서비스 분야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함.1)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예상과 부합하였으며,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증가는 서비스 분야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이러한 결과는 분야별, 정책 범주별로 차이가
있음.

- 분야별로는 전문직 서비스(법률, 회계), 컴퓨터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보험, 은행) 분야가 서비스

증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당 서비스 분야의 무역이 감소하는
무역제한지수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쿠리어, 건설, 운송(해상, 항공, 철도, 도로) 서비스의 경우 제한수준의 상
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당 분야 서비스 무역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
- 특히 분야별 서비스 제한수준과 전체 서비스의 관계는 분석과 일관되게 쿠리어 및 해상운송 서비
스에 대한 수입 상대국 제한수준과 수입 상대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계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정책 범주별로는 외국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에 비해 국내적 경쟁정책이
나 행정적 부담 및 정책 투명성 등이 서비스 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
- 일반적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제한과 같은 시장접근에 관한 제한사항이 서비스 무역
의 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받아왔으나,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쟁의
제한이나 행정적 부담 또는 정책투명성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분야의 무역확대를 위해 정작 더 중요한 요인은
국내적인 경쟁의 활성화와 국내제도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
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음.

1)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의 이론적 제안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의 변화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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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산가능일반균형분석 결과
본 보고서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국가별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iurm)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GTAP을 이용한 축차동태 CGE 모형은 129개국 57개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분석을 위하여
국가와 산업을 다음과 같이 재분류함.
◦ 129개 국가를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기타 BRICs(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G20,
뉴질랜드ㆍ칠레, 기타 세계 등의 9개 지역으로 재분류
◦ 57개 산업은 농업, 제조업, 공공서비스, 건설, 유통,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통신, 금융, 보험, 사
업, 오락 서비스 등 13개 산업으로 재분류

축차동태 GTAP 모형에 OECD에서 구축한 STRI를 대입한 후 서비스 장벽 제거의 경제적 효과를 각
두 개의 기저시나리오와 분석시나리오에 따라 추정.

- 분석시나리오 1은 TiSA 감축 예상수준을 활용한 것이고, 분석시나리오 2는 한 분야에 대해 특정
국가의 가장 높은 감축률을 다른 모든 나라에도 적용하는 형태의 최대 TiSA 감축률을 적용한 것임.

표 2. 기저시나리오 및 분석시나리오
기저시나리오 1
0기
(2007~15)

기저시나리오 2

분석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2

TiSA 수준 서비스
무역장벽 감축

TiSA 최대 수준 서비스
무역장벽 감축

최대 100% 서비스무역장벽 대입 최대 200% 서비스무역장벽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1기
(2016~20)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2기
(2021~25)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3기
(2026~30)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4기
(2031~35)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GDP, 노동, 인구변화 대입

시나리오별로 국가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① (기저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1) 조합
- TiSA 감축 예상 수준만큼의 서비스 무역장벽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의 실질 GDP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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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대 0.01%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의 주요 FTA 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경우
그 증가폭이 0.002~0.005% 증가. 반면에 기타 BRICs 국가들의 경우 20년간 0.016%까지 증가.

② (기저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2) 조합
- TiSA 감축 예상 수준에서 분야별로 최대의 서비스 무역장벽이 제거되는 것을 가정한 경우, 한
국의 실질 GDP는 20년 후 최대 0.016%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한국의 주요 FTA 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경우 그 증가폭이 0.004~0.007% 증가.
기타 BRICs 국가들, 기타 G20 국가들, 뉴질랜드 칠레의 경우에는 20년간 0.018~0.023%까지
증가.
③ (기저시나리오 2- 분석시나리오 1) 조합
- 기저시나리오 2는 입력된 서비스무역장벽의 잠재적 크기가 기저시나리오 1에 비해 두 배 큰 경
우임.
- TiSA 감축 예상수준만큼 서비스 무역장벽을 제거하게 되면, 한국의 실질 GDP는 20년 후 최대
0.024%까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경우 그 증가폭이 0.005~0.009%
증가. 기타 BRICs 국가들, 기타 G20 국가들의 실질 GDP는 20년간 약 0.021~0.024%까지 증가
하는 반면에 칠레 뉴질랜드의 실질 GDP 증가폭은 0.11% 정도임.

④ (기저시나리오 2- 분석시나리오 2) 조합
- 시나리오 ④는 기저시나리오에서 대입되는 서비스 무역장벽의 최대 크기를 200%로 높인 상태에
서 분야별로 최대의 잠재 TiSA 양허안을 대입하여 분석
- 한국의 실질 GDP는 20년 후 최대 0.036%까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미국, EU, 중국, 일본
의 경우 그 증가폭이 0.009~0.013% 증가하게 된다. 기타 BRICs 국가들, 기타 G20 국가들, 칠레
뉴질랜드의 실질 GDP는 20년간 약 0.035~0.041%까지 증가하게 된다.

KIEP(2015)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산업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① (기저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1) 조합
- 제시된 시나리오하에서 한국의 산업생산은 공공서비스, 사업서비스, 오락서비스를 제외하고 대체
로 증가. 특히 제조업, 해상운송, 항공운송 생산의 증가폭이 두드러짐.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칠레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은 증가. 항공운송의 변화가 다
소 크게 나타나는데, 일본과 기타 BRICs는 생산감소, 그 외 국가들은 생산증가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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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저시나리오 1- 분석시나리오 2) 조합
- 시나리오 ②의 경우, 한국의 산업생산은 시나리오 ①에서와 달리 미미하게나마 농업생산이 감소
하다가 그 감소폭이 증가. 그리고 건설, 해상운송, 육상운송에서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짐. 국가별
로 대체로 시나리오 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제조업에서 EU의 생산이 감소한 점 등의 차이
존재

③ (기저시나리오 2- 분석시나리오 1) 조합
- 시나리오 ③하에서 산업별 생산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①과 유사한 변화를 보임. 상대적
으로 높았던 서비스관세장벽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정
도의 차이를 보임.

④ 시나리오 2-2
- 시나리오 ②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단 변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큼.

시나리오간 비교와 종합적 분석

- 큰 폭의 서비스 무역장벽 철폐가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실질 GDP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남.
-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실질 GDP의 증가 폭이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시간에 따른 증가폭의 크기도 개발도상국가들에
서 더 크게 나타남.
- 서비스 개방에 따른 실질 GDP의 변화를 보면,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그 증가폭이 작음.
- 본 연구에서 사용된 STRI의 수준이 KIEP(2012)보다 최근의 서비스장벽을 반영하고 있어서 장벽
의 절대크기가 낮게 나타나 있다는 점, 그리고 KIEP(2012)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고려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상대적
으로 작은 GDP 증대효과가 나타남.
- 산업별로 다양한 생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제조업 생산증가가
특징적. 서비스 산업별로는 무역활성화에 따른 운송산업의 변화가 관찰되는 점이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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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가. 서비스 제한수준의 완화와 국가간 규제 이질성 축소 병행 추진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 및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비용 감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함.

-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사항을 철폐함으로써 개방수준을 높이고 무역비용을 낮추는 측면과 같은
분야의 동일한 목적의 제한사항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가지는 제도적 이질성을 감축함으로써
무역비용을 낮추는 측면 등의 두 가지임.
- 상품의 경우 관세의 완전한 철폐가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가격변수에 영향을 주지만 서비스의 경
우 규제 완화나 제한사항의 변화가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파악이 쉽지 않고, 개방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WTO 가입과 FTA 등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
을 기울여왔음. 다만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간 규제 이질성은 아직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별 국가의 규제나 제한사항의 국가간 일치성 확보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
한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경쟁정책 강화와 국내제도 개선 주력
중력모형을 이용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경쟁정책 강화, 행정부담 완화, 투명성 강화 등 국내제도의
개선이 무역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 자본이나 인력의 시장접근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정책 범주별로 구성 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의 장벽
은 시장접근(market access) 관련 장벽(정책 범주 1)과 인력이동(movement of people)에 대한
제한사항(정책 범주 2)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비차별적 대우(정책 범주 3)나 공
공부문 경쟁정책(정책 범주 4), 그리고 규제 투명성과 행정부담(정책 범주 5)은 그 비중이 상대적
으로 작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정책(정책 범주 4)과 규제 투명성 및 행
정부담(정책 범주 5)의 제한사항 감소로 인한 무역증대효과가 다른 정책 범주에 비해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의 무역제고효과가 외국 기업이나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개방수준을 확대
하는 것보다 국내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과 규제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사
업여건의 안정성 확보가 서비스 무역증대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81

다.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무역장벽의 제거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생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며, 그
러한 영향은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제조업, 운송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 서비스 개방의 효과가 이를 주도하는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
어, 향후 서비스 개방의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
으로 보임.

한국의 경우에서 서비스 개방이 반드시 서비스산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 오락서비스와 같은 부문은 산업생산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경쟁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한류 등의 발달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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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교역의 둔화와 중국의 성장에 따라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한국 제조업은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제품 시장에서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레노보 등이 성공을 거
두면서 샌드위치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림 1. 한중일 수출 추이와 전자산업 시장점유율 현황

주: 1) 좌측 그림에서 한국과 일본은 왼쪽 축, 중국은 오늘쪽 축이며, 단위는 억 달러임.
2) 우측 그림은 세계 전자제품 수입시장에서 한중일의 점유율(%)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여러 선행연구도 한국 제조업이 중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이지 못함으로써 경쟁
력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서동혁(2015)은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선진국에 대한 추격 역량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전통적
산업에서 주력 IT산업에 이르기까지 3~4년 이내에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해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진단함.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4년으로 한국과 일본 간 기술
격차인 2.8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의 추격속도가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격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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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중일 기술격차

전체

일한 격차(년)

한중 격차(년)

2014년

2.8

1.4

2012년

3.1

1.9

주요 기술부문(2014년)
IT

1.2

1.8

의료

1.9

1.5

바이오

2.8

1.7

기계, 제조, 공정

2.5

1.7

에너지, 자원

2.9

0.9

나노, 소재

2.8

1.1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5), pp. 2~3을 재구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엔저의 지속,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ㆍ전망하고자 함.

- 한국의 제조업 부문별 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를 한중일간 경쟁구도 속에서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평가함.
- 한중일 3국의 주요 산업별 생산성 추이를 예측하고, 생산성 추이에 따른 한중일간 세계시장 점유
율 변화를 전망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적 효율성의 한중일 비교
한국의 생산성은 정확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으며, 일본과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비약적인 생산성 제고와 일본의 상대적 정체, 2000
년대부터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중반 이후 한국의 정체는 산업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전 산업부문에 걸쳐 관측됨.
- 2000년대 중반까지 주요 산업에서 한일간 경합이 주된 경쟁 구도였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
중일 3국간 경쟁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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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중일의 TFP 변화

주: 주요 산업별 TFP 추정결과는 부록 1 참고.
자료: 저자 작성.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프런티어에 가까운 산업은 화학과 정유 산업뿐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효율성의 급락이 중국, 일본보다 두드러짐.

-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2010년부터 수출 주력산업인 전기ㆍ전자와 운
송장비 제조업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관찰됨.
-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전 산업 부문에서 효율성이 급속히 개선되어 분석기간 동안 정유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극대 생산량 대비 9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3. 한중일의 기술적 효율성 변화

주: 주요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 추정결과는 부록 2 참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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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해 결과
다음은 분석기간을 1980~99년과 2000~13년으로 구분하여 국내 주요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업내 및 기업간 효과, 진입과 퇴출 효과로 분해한 결과임.

- 존속기업의 생산성 변화에서 비롯되는 기업내 효과와 신규 진입에 따른 평균생산성의 변화로 측
정되는 진입효과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음(-)의 값으로 나타남.

표 2. 국내 주요 산업별ㆍ기간별 생산성 요소 분해 결과
산업
화학
정유
철강
전자
기계
수송

기간

기업내

기업간

공분산

진입

퇴출

1999년 이전

.025

.023

.054

-.005

.001

2000년 이후

-.604

.103

.204

-.005

.001

1999년 이전

.083

-.013

.038

-.004

.001

2000년 이후

-.157

.055

.054

.001

.000

1999년 이전

-.022

.020

.106

-.005

-.005

2000년 이후

-.164

.119

.209

-.003

-.001

1999년 이전

-.032

.034

.113

-.007

-.007

2000년 이후

-.134

.098

.219

-.008

-.002

1999년 이전

-.005

.040

.090

-.013

.000

2000년 이후

-.094

.067

.136

-.004

.001

1999년 이전

-.006

.015

.042

.005

-.013

2000년 이후

.554

.113

.215

-.004

-.007

자료: 저자 작성.

표 3. 국내 주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분해결과
1980~99
TFP 증가율

규모의 경제

2000~13
기술진보

TFP 증가율

규모의 경제

기술진보

화학

.120

.045

.076

.112

.025

.087

정유

.057

.232

-.174

.070

.037

.033

철강

.075

.121

-.046

.084

.039

.046

전자

.201

.115

.086

.124

.027

.098

기계

.157

.018

.138

.078

.116

-.037

수송

.087

.022

.067

.105

.021

.084

자료: 저자 작성.

- 기업의 퇴출에 따른 평균생산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퇴출효과는 주력 수출산업인 철강, 전자, 운송
기기 산업에서 음(-)의 값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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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효과와 공분산 효과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양(+)의 값을 가져 생산성이 평균보다 높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비중이 커짐으로써 산업 수준의 TFP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TFP 증가율을 기술진보와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로 분해한 결과, 2000년 이후 기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기여는 줄어든 반면, 기술진보의 영향력은 현저히 커진 것으로
나타남.

다. 생산성과 수출 간의 관계
우리나라는 정유산업 이외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은 없으며 운송기기와 화학 산업은 일본,
전기ㆍ전자 산업은 일본, 중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음(부록 3 참고).

- 2000년대 들어 전기ㆍ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경합관계가 한일보다 심화되고, 동일 산업 내에
서도 한중과 한일 간 경합품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을 보임.
- 한일간 수출경쟁은 운송기기 산업에서 두드러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소형과 중형 승용차
위주의 경쟁에서 다양한 모델의 승용차와 차량용 부분품 등으로 경합품목이 세분화됨.

중력모형 추정결과, 국내 제조업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과 수출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중일간 생산성 경쟁에서의 우위는 대세계 수출경쟁력 제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산업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동일한 시장에서 삼파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
나,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품목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00년 이후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성 증대와 수출 증가 간의 연계성이 현저히 약화된 반면, 기술진
보는 여전히 수출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 그러나 기술진보 효과의 지속성 역시 비교적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됨.
- 기술진보의 영향력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우위가 쉽게 모방 또는 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라. 생산성 추이와 한중일 경쟁구조 전망
산업별 TFP 프런티어와 이에 대한 한중일의 기술추격속도를 추정한 후 3국의 산업별 TFP의 장기적
추이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부록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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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화학과 정유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10~15년 이내에 중국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큼.
- 반면 일본의 생산성 증가속도가 정체 내지 둔화되면서 운송기기와 비철금속 제조업 이외의 산업
에서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더욱 장기적으로는 운송기기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3국간 생산성 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한중일 3국의 산업별 TFP 예측 결과를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dynamic CGE)을 통한 시뮬레
이션에 적용하여 세계 시장을 둘러싼 한중일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부록
5 참고).

- 화학과 기계 산업에서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점유율 상승이 예측될 뿐 중국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됨.
- 우리나라는 기계와 전자 산업에서 대일 수출의존도는 약화되나 화학과 철강 산업에서는 단기적으
로 심화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정유산업에서는 약화되나 철강, 기계, 전자 산업에서는
높아질 전망임.
- 한일간 생산성 격차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축소되면서 대일 수입의존도는 하락하나 운송기기 산업
에서는 단기적으로 심화되고, 대중 수입의존도는 중국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높아질 전망임.

3. 정책 제언
가.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 요구
R&D 지원 정책의 방향은 공정혁신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적 향상을 추구
하는 제품혁신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본 연구결과, 기계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생산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든 반면, 기술진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범용제품과 일부 첨단제품 시장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중국에 핵심 중간재를 공급하는 수출구
조로 전환하여 국내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며 한일간 분업구조
체계를 형성한 것처럼 중국의 향상된 생산성과 생산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중 분업체계의 확립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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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은 물론 기술,
감성, 문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융복합을 요구하는 신성장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산업 구
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함.

나.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
국내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일본보다는 높으나 중국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주력 수출산업의 효율성 하락이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남.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생산성은 기술의 효율적 적용을 저해하는 다양한 환경, 예를 들어 기업활동 및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 경영능력과 노사관계와 같은 기업 내부적인 요인의 개선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음.
- 이는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주어진 기술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다. 한중일 경쟁구도의 세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장단기 전략의 차별화
1990년대에는 한중일 3국간 경합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관계가 부각되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한국
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한중, 한일 간 경합의 정도는 미국, EU, ASEAN 등 시장마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 산업 수준에서는 한중일이 동일 산업 내에서 동시에 각축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품목 단위
에서는 한중과 한일 간 경쟁 품목이 확연히 분리되는 경향도 발견됨.
기술수준, 규모의 경제, 기술적 효율성 등 생산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생산
성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은 경쟁하는 시장과 경쟁 상대, 품목에 따라 달라져야 함.

- 중력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중과 한일 간 경쟁우위 전략이 서로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이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만큼 한중일간 시장별, 품목별 경쟁구도를 세밀하게 분석, 예
측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적절한 장단기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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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의 실효성 확보
본 연구의 결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산업에 남아 있음으로써 평균 생산성이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남.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이 효과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동시에 존속 기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상업화와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R&D 투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됨.
- 여기에는 신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ㆍ상업화를
촉진하는 투자 지원 강화, 그리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이 포함됨.

마. 창업 역량 및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신규 진입에 따른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곧 창업을 통한
산업 내 활력 조성이 부진했다는 것을 의미함.

- 조유리, 진홍윤(2014)은 신규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시장 확보를 들고 있는
데,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한 국내 경제환경으로 인해 중소벤처 기업의 시장접근
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임.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기치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고부가가치 신분야 창업을 독려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는 점에서 향후 신규 기업의 진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에 내실
을 기해야 할 것임.

사. 한중일 3국의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극대화 모색
생산성 향상이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3국간 형성된 글로
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공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선은 중국의 급속한 기술추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짐.
- 다만 이러한 상대적 생산성 향상과 해당 산업의 점유율간의 관계는 산업별로 다소 상이함.
- 단순히 생산성을 높인다고 해서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수출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경쟁상황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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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간 상대적 생산성의 변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3국간 경쟁 격화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함.

- 산업별 상대적 생산성이 변화하면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와 상대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도 영향을 받게 됨.
- 상대국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 수입의존도도 높아지지만 수입중간재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
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함.
- 공급과잉으로 날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과잉투자를 절제해야 하며, 3국의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협력
및 산업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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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중일 주요 산업의 TFP 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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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주요 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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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일 수출경합 품목 현황
3-1. 한중 수출경합 품목

연도

1998

2006

HS코드

산업

대세계 수출금액
(백만 달러)

품명

한국

중국

890190

수송

화물선과 화객선

3,099(6)

1,201(15)

847160

전자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2,583(8)

3,475(1)

847170

전자

기억장치

1,518(10)

2,889(3)

854221

전자

디지털 집적회로

21,964(1)

17,939(6)

852520

전자

휴대용 전화기

17,322(2)

35,767(2)

852990

전자

음성․영상기기 부분품

13,307(5)

23,976(5)

901380

전자

기타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12,229(6)

13,231(7)

847330

전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772(8)

32,620(3)

847160

전자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5,717(11)

25,658(4)

847170

전자

기억장치

2,297(19)

11,917(8)

271019

정유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37,597(1)

20,274(10)

854232

전자

메모리

28,849(2)

17,567(14)

901380

전자

기타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24,295(4)

31,995(5)

854231

전자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8,515(5)

26,922(8)

851770

기계

전화기, 음성․영상기기 부분품

13,151(7)

45,119(4)

851712

전자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2,488(9)

115,922(1)

890190

수송

화물선과 화객선

9,876(12)

15,075(16)

847330

전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679(15)

30,451(6)

853400

전자

인쇄회로

4,685(18)

13,848(20)

2014

주: 1) ( ) 안은 해당품목의 수출액 기준 순위를 의미함.
2) 음영은 한중일 3국의 수출경합 품목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중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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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일 수출경합 품목
연도

1998

산업

품명

한국

일본

870323

수송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차

4,098(4)

28,459(1)

890190

수송

화물선과 화객선

3,099(6)

6,950(6)

870322

수송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승용차

2,613(7)

6,295(7)

847160

전자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2,583(8)

6,279(8)

847170

전자

기억장치

1,518(10)

5,318(9)

870899

수송

자동차, 특수용도차량 부분품

909(19)

3,348(13)

854221

전자

디지털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21,964(1)

21,643(4)

271019

정유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16,719(3)

4,417(19)

870323

수송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차

14,521(4)

40,418(1)

852990

전자

음성․영상기기 부분품

13,307(5)

12,348(7)

890190

수송

화물선과 화객선

10,795(7)

8,533(11)

847330

전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772(8)

15,287(5)

890120

수송

대형 선박(tanker)

8,715(9)

4,846(17)

870899

수송

차량용 섀시와 기타 부분품

7,928(10)

8,392(12)

870332

수송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그 밖의 차량

5,688(12)

6,176(14)

870322

수송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승용차

4,169(14)

12,877(6)

870324

수송

실린더용량이 3,000cc 초과하는 승용차

3,929(15)

28,854(3)

854229

전자

기타 모노리식 집적회로

3,301(16)

4,878(16)

271019

정유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37,597(1)

11,429(5)

2006

2014

854232

전자

메모리

28,849(2)

8,404(9)

870323

수송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차

27,343(3)

48,588(1)

901380

전자

기타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24,295(4)

6,485(10)

854231

전자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8,515(5)

4,928(18)

870899

수송

차량용 섀시와 기타 부분품

12,853(8)

4,630(20)

890190

수송

화물선과 화객선

9,876(12)

9,998(6)

870322

수송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승용차

6,274(14)

4,949(17)

870332

수송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그 밖의 차량

5,559(16)

5,178(14)

870324

수송

실린더용량이 3,000cc 초과하는
승용차

4,506(19)

24,972(3)

주: 1) ( ) 안은 해당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의미함.
2) 음영은 한중일 3국의 수출경합 품목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일본 통계;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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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일 주요 산업의 생산성 추이 전망
화학산업

정유산업

비철금속산업

철강산업

수송기기산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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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성 추이에 따른 경쟁구조 전망
5-1. 한중일 주요 산업별 점유율 변화 전망
화학산업

철강산업

기계산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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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산업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5-2. 한중일간 수출입 의존도 변화 전망
한국의 대일 수출의존도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일본의 대한 수출의존도

일본의 대중 수출의존도

중국의 대한 수출의존도

중국의 대일 수출의존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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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결정요인을 기간별·경제발전단
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 연구임.

- 세계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FDI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각국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세계 FDI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에서 개발도상국의 FDI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을 통해 FDI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국내 FDI 규모는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으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투자유치 잠재력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본 보고서와 같이 유형별 FDI 결정요인을 기간
별·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 대부분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는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특징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기간별·유형별·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
는 현재까지 많지 않은 상태임.
- 본 연구는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 외에 사회·정치·제도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유형
별 FDI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유형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함.

- 현재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
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를 파악하고 각 변수를 중심으로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
었는지 검토함.
-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외국인투자 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
출하여 산업의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정도가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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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각국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FDI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가 일반적이었으나 투자진입장
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세계 FDI의 추세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 세계 FDI
유입의 55%를 차지하였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규모는 작
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
을 둔 반면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으로 인해 FDI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M&A와 관련된 투자장벽
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의 적극적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
심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함.

나. 국가 수준의 FDI와 국내 산업 수준의 FDI는 각각 유형별·기간별·경제발전단계
별로 다른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의 유형별 FDI 결정요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
율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국내 산업별 FDI를 투자유형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분석 기간에 따라 유형
별 FDI 결정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기간(1995~2003년)에는 산업의 임금수준과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103

투자 규제완화정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간(2006~13년)에는 투자
규제완화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M&A형 FDI의 경우 초기기간에는 산업의 R&D 투자와 투자 규제완화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간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규제완화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3. 정책 제언
가. 산업별 투자 장벽 규제 완화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
는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함.

-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 FDI 관련 법·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FDI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 목표에 부합될 수 있
도록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임.

나. 금융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제도·정책적 요인들의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들의 M&A형 FDI가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취약하며 환율안정 및 시스템리스크 측면과 상업금융 부문의 접근성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M&A형 FDI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요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방과 금융회사 육성 등을 통한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104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다.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
국내 산업 내 노사분규 건수의 감소가 그린필드형 FDI를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투자 환경
개선이 FDI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외국인투자 상담에서 노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
리 중 노무인사에 대한 내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
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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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경제에서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양국간
서비스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최근 서비스업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을 철폐
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3년부터 상하이(1기), 톈진, 푸젠, 광둥(이상 2기)에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를 설치하여 대내외 개방을 가속화하는 각종 조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12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됨.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이하 상하이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의 對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제언을 하는 것임.

- 한ㆍ중 FTA의 서비스ㆍ투자 부문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동의할 수 있는 대외
개방도의 최대치라 할 수 있는 상하이 시험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협상에 활용
-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단기적으로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파악하고, 활용전략을 제시
- 주요 서비스분야별 발전 현황 및 개방수준,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개방조치를 분석하여 중
국 서비스시장의 향후 개방도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진출 및 협력 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2. 조사 및 분석 결과
상하이 시험구에서 단행된 개방조치의 주요 내용, 한ㆍ중 FTA와의 연계성,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중국의
발전 현황을 조사하고,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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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
1) 현황
[시장 및 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상위권이나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14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5조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했고, 보험업 수입보험료
는 2014년 2조 위안을 돌파하여 세계 4위를 기록함.1) 자산운용업도 개인소득의 증가 및 금융업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여 공모펀드 순자산규모가 2014년 3/4분기 기준 6,110억 달러에 달
해 세계 5위를 차지2)
- World Economic Forum이 2015년 발표한 국제경쟁력 금융시장발전 순위에서 중국은 전체 140개
국 중 54위를 차지해 1위를 차지한 시장규모 지표와는 차이가 큼.3)
[주요 정책] 12ㆍ5기간의 금융정책방향은 주로 금융제도의 규범화,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금융업 영역 및 참여자의 확대 등으로 요약됨.

- 금융제도의 규범화와 리스크 통제를 위해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함. 2013년 인민은행장을 필두로
한 금융감독관리협조연석회의를 조직하여 화폐정책, 금융리스크 통제, 금융상품 혁신, 금융정보
공유 등에서 협조
- 문화산업, 관광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부처별로 발표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농업ㆍ
농민ㆍ농촌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정책도 매년 공포
- 인터넷금융, 전자상거래, 금융리스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 육성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의 금융업
참여를 유도
[개방수준] 2001년부터 꾸준히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금융 개방
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개방수준이 낮은 상황임.

- 한ㆍ중 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도를 비교해보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 참여
에 대한 제한조치의 경우, 한국은 1998년 7월 모든 주식, 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한
데 반해, 중국은 2002년 QFII, 2011년 RQFII 제도를 도입하여 여전히 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 주
식, 채권 시장을 부분적으로만 허용

1) 자본시장연구원(2015), ｢중국 보험산업 동향 및 전망｣,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봄호, p. 1.
2) 자본시장연구원(2014), ｢중국 자산운용업 현황 및 전망｣,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겨울호, p. 2.
3)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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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외국금융기관 및 중국 민간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방조치를 취함.

- 시험구 내 외자은행 사무소의 지점 승격에 필요한 기간 단축과 위안화업무 취급에 필요한 최소
영업기간 단축을 연구
- 상업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은행 설립자격을 외자금융기구로 확대하고 외자(독자)은행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시장 참여 확대가 가능
-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offshore)업무를 허용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직접진출 및 지원 범위
를 확대
- 외자금융기구와 중국 민간자본의 합자은행 설립을 허용하여 국내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분야 진
출을 허용
[평가] 금융서비스분야 개방을 중시하고 있으나, 외국금융회사 진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존에 이미
개방된 분야에 한해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 그밖에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이나 금리시장화, 위안화의 국제 사용 등의 규제 완화에서 ‘리
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라는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활용사례] 자유무역계좌가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기진출한 한국 금융업계는 상하이시험구 금
융조치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임.

- 자유무역계좌는 일종의 역외계좌로서, 이 계좌가 있으면 역외에서도 위안화와 외화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편리함. 또한 상하이 시험구에 진출한 기업의 효율
적인 자금관리업무의 지원도 가능함.
- 2015년 8월까지 33개의 금융기관이 자유무역계좌 설립자격을 얻었으며, 이 중 8개가 외국계 은행
이나 한국계 금융기관은 아직 없음.4)

나. 의료
1) 현황
[시장] 경제성장에 따라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부족

4) 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2015. 8. 24), 上海市金融机构分账核算单元通过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系统接入验收名单, http://
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83/115045/2939844/index.html(검색일: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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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367달러 수준에 불과하나 최근 매년 14%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5)
- 2012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및 의사 수가 3.02개, 1.55명으로, 한국(10.29개, 2.08명), 일본
(13.36개, 2.29명)에 크게 못 미침.6)
[주요 정책]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해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 민간자본의 투자
장려 △ 재활ㆍ양로 서비스 확충 △ 건강보험제도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

-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심사 규범화, 고가의 대형 의료설비 공동 사용 허용 등을 통해 민간자본이
좀 더 쉽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
- 재활, 양로 관련 의료서비스 투자 장려, 의료보험 가입률 확대 및 상업의료보험 발전 촉진
[개방수준] 1989년부터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분비율, 최소 투자
액, 경영기한 등의 제한요건이 유지되어 외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장애요소로 작용

- 외국 측 투자자는 단독으로 의료기관 설립이 불가하고 중국 측과 합자ㆍ합작 시 30% 이하의 지분
만 보유할 수 있으며, 2,0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의료기관 운영기한이 20년 이하로 제한됨.

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2013년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으나, 2015년 다시 합자ㆍ합작 설립만 가능하
도록 개방조치 번복

- 2013년 9월 상하이 시험구에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4년 6월에는 외자 의료기관의 최소 투자액 및 경영기한 제한도 철폐
- 2015년 4월 발표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의료기관은 합자ㆍ합작 형식으로만 설립 가능’이라 명시
하며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조치 철회
[평가] 초반에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라는 획기적인 개방조치를 추진하여 큰 주목을 받았으
나, 개방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의료서비스분야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짐.

- 초반 개방조치에 따라 치과, AIDS, 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의료기관이 진출의사를 타진하였
으나, 개방조치 철회 후에는 관심이 줄어듦.
- 상하이 시험구가 보세구이기 때문에 의료설비 수입 시 면세로 들어올 수 있고 의료인의 출입국
허가가 용이하다는 정도의 혜택이 있음.

5)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http://apps.who.int/nha/database(검색일: 2015. 7 .9)
6)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검색일: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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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개방조치가 철회되기 전에 독일의 아르테메드 그룹, 일본의 도와코가 상하이 시험구에 독자
진출

- 아르테메드 그룹은 양로센터로 유명한 독일 의료기관으로,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의료영상센터,
메디컬트레이닝센터, 근육ㆍ뼈 질환센터 등을 설립 중
- 도와코는 시험관아기 분야에서 일본 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불임치료 전문 산부인
과를 중심으로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운영할 계획

다. 법률
1) 현황
[시장 및 산업]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초대형 법률사무소가 성장 중

- 2013년 중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473명으로 우리나라(3,024명)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은
편이나 2008년대비 59% 이상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개수 역시
2008년대비 약 43% 증가7)
- 상위 10개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수가 500명이 넘는 초대형 법률사무소로,8) 최근 외국 법률사무소
와의 합병을 통해 규모와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주요 정책] 법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 법률인력 양성 △ 법률서비스기구 능력 강화 정책
을 추진 중

- 늘어나는 법률서비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법률 실무교육 및 국제법에
능통한 법률 인재 양성 노력
-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대형 법률사무소 발전을 장려
[개방수준] 1992년 외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외국 법률사무소가 수행 가능한 업
무 및 중국인 변호사 고용,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협력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형식으로만 설립 가능하며, 자국 혹은 국제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중국 법률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제공할 수 없으며,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
-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관계를 맺는 방식의 업무제휴가 가능하나, 중국법률사무소
와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을 공동으로 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에 직원을 파견
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불가
7)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이대로 좋은가｣(2015. 4. 6),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
idxno=12511(검색일: 2015. 6. 22).
8) ｢我国律师数突破25万 律师业加速两极分化｣(2014. 6. 24), 上海法治报, 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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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2014년 상하이 시험구 내에서 △ 외국 법률사무소와 중국 법률사무소의‘연합경영(聯
營)’을 허용하고 △ 중ㆍ외 법률사무소가 소속 변호사를 상호 파견해 자문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

- 중ㆍ외 법률사무소가 양측의 법적 지위, 명칭, 재무, 민법상의 책임은 독립적으로 유지한 상태에
서, 시험구 내에 공동의 사무소를 설립하여 자국의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수행하거나 국제법
률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중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변호사가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에 파견되어 ‘법률 고문’ 자격으로 중국
법률 관련 자문을 할 수 있고,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 소속 변호사 역시 중국 법률사무소에 파견
되어 자국 법률에 관한 자문 가능
[평가] 중ㆍ외 법률사무소 간 업무협력방식은 다소 확대되었으나, 양자간 동업ㆍ합작 또는 중국 변호사
고용 허용 등을 기대한 외국 측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개방조치임.

- 이전에는 중ㆍ외 법률사무소 간 위탁형식의 협력만 가능했으나, 연합경영 방식의 업무협력이 가능
해짐.
[활용사례] 미국계 법률사무소인 베이커 앤 맥킨지가 유일하게 상하이 시험구에 진출

- 대형 글로벌 법률사무소인 베이커 앤 맥킨지는 중국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국적기업 고객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 4월 중국 법률사무소 펀쉰(奮迅)과 협력해 상하이 시험구에 연합경
영사무소를 설립

라. 교육
1) 현황
[산업] 중국의 교육시장은 3차 산업 내에서 약 7%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9) 정부의
재정지출 및 도시주민의 소비지출 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지출은 정부 전체 재정지출의 15.2%, 전체 GDP의 약 3.6%를 차지10)
- 2014년 도시주민의 소비 중 문화ㆍ교육ㆍ여가ㆍ오락 서비스에 지출한 일인당 평균금액은 2,142
위안으로 전년대비 7.7% 성장하였고, 교육지출은 전체 생활소비에서 식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11)

9)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16).
10)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16).
11)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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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최근 중국의 사교육에 해당하는 교육훈련(教育培训) 시장 및 공립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인 사립
교육에 해당하는 민간경영교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사교육 및 사립교육을 포괄한 사립교육훈련(民办教育培训)은 개인이나 조직이 설립ㆍ운영하며 비
(非)학제ㆍ학제 교육 모두 포함함.
◦ 이 중 특히 비(非)학제 영역의 사립교육훈련에서는 유아교육, IT 교육, 외국어, 금융 등 직업훈련을 중심
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해왔음.

- 2014년 중국 전역에 약 15만 개의 사립교육기관이 있으며,12) 특히 취학 전 교육영역의 발전이
두드러져 현재 중국의 유치원 중 2/3가 사립임.13)
[주요 정책] 12ㆍ5 기간 내 교육서비스의 발전정책은 △ 교육시스템 개선 △ 교육제도 혁신 △ 교육기
회 확대 △ 교육 대외개방전략 실시 등 국내 제도 개선 및 개혁에 초점이 맞춰짐.

- 이와 더불어 교육정보화와 현대 직업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최근에는 현대 직업교육 발전과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의 융합,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간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있음.
[개방수준] 외국 교육기관 및 기업이 중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비영리성 교육사업은 중국기관과의 합작형태로만 설립이 허용됨.

- 중국에서 교육은 공익성 사업의 성격이 강조되기 때문에 영리추구는 금지됨.
- WTO DDA 양허안에서는 국경간 공급(원격교육)은 시장진입이나 내국민대우에서 약속을 하지
않아 개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외소비(유학)의 경우는 시장진입이나 내국민대우에 대
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방수준이 매우 높음.
- 또한 상업적 주재(해외대학의 국내분교 설립,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립)는 합작형태의 학교 설립
을 허용하여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함. 원어민 교사 채용 등의 자연인 주재에서는 시장진입과 내국
민대우에서 전제조건, 자격 등 제한조건이 비교적 많음.

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시험구의 개방조치는 교육ㆍ훈련 시장의 개방과‘영리성’교육 허용에 관한 내용이 특징적임.

- 2013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서는 그동안 영리성 교육기관의 존재 자체를

12) 教育部(2015), ｢2014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jyb_xwfb/gzdt_gzdt/s5987/201507/t2015
0730_196698.html(검색일: 2015. 7. 30).
13) ｢2015年我国民办教育行业布局分析｣(2015. 6. 16), 中国报告大厅. http://www.chinabgao.com/k/mbjyxy/17512.html(검색
일: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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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훈련기관의 영리추구가 합법화됨.
◦ ｢총체방안｣에서는 중ㆍ외 합작 경영성 교육 훈련기관과 중ㆍ외 합작 경영성 직업기술 훈련기관의 설립
을 허용함.

- 총체방안에 이어 2013년 10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외합작 경영성 훈련기관 관리 임
시방법｣을 통해 자유무역시험구 내 설립 방법과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임시방법｣에 따르면 중ㆍ외 합작 경영성 훈련기관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이 중국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합작하여 설립하는, 비공익성 문화교육이나 직업기능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제(公司制) 기업임.

[평가] 시험구 교육분야의 개방은 대외개방 확대의 측면보다는 내부적인 규범화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개선시켜 자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 평가됨.

-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개방조치는 2015년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개방수준이 유사하고,
개방이 확대된 분야(영리 허용)가 제한적임.
- 다만 시험구 내 교육서비스 개방조치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영리추구가 가능한 훈련기관을 허용
하고, 학제가 없는 직업기능교육을 독자(獨資)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경영성 성인 훈련기관, 직업 훈련기관의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회색지대에 있었던 기진출 기업들이 합법
화된 테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진 셈임.

- 그러나 추가적인 개방조치가 없다면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시험구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공간적 범위 및 위치의 제약성, 관련 내용의 모호성으로
여전히 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음.

[활용사례] 시험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험구에 진출한 교육서비스 기업은 아직 없음.

마. 관광
1) 현황
[시장 및 산업] 중국에서 관광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2014년 약 10%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1조 5,000억 위안을 넘어서는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14) 관광 경쟁력도
아시아에서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도약15)

14) 国家信息中心旅游规划研究中心(2015. 7. 7), ｢我国旅游产业对GDP综合贡献超过10%｣, http://www.cnta.gov.cn/xxfb/wx
zl/201507/t20150707_720396.shtml(검색일: 2015. 7. 24).
15)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 http://www3.weforum.org/docs/
TT15/WEF_TTCR_Chapter1.1_2015.pdf(검색일: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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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12ㆍ5기간 관광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 산업규모 확대 △ 시장화를 통한
자원효율성 제고를 추진함.

- 이를 위해 대형 관광업체 육성과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IT,
금융 및 문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
[개방수준] 중국은 관광분야의 DDA 수정 양허안에서 여행알선대행(여행사)과 호텔ㆍ레스토랑 분야의
개방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행사의 경우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는 중ㆍ외 합작투자기업에만 허용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4단계에 걸쳐 외자여행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아웃바운
드 관광업무 자격 부여에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 FTA를 체결한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와
의 협정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
- 단 한ㆍ중 FTA에서는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에 대해 별도의 합의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여행사는 중국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아웃바운드 관광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 부여

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시험구 내 중ㆍ외 합자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고,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대만 제외)를 취급할
수 있게 허용

- 국가여유국(旅游局, 관광국에 해당)은 중ㆍ외 합자여행사, 중ㆍ외 합작여행사 및 외자여행사의 심
사와 비준 권한을 상하이 여유국으로 이양하였으며,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던 중ㆍ외 합자여행사
가 시험구로 등록 이전을 할 경우에 아웃바운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영허가 취득기한을 기업
최초 설립시점부터 적용
[평가] 관광업 분야는 전체 서비스 분야 가운데 개방도가 가장 높은 편이고,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
에도 중ㆍ외 합자일 경우에만 아웃바운드 업무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실절적으로 큰 수준의 변화를
느끼기 어려움.

[활용사례]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 MSC 크루즈 여행사16)가 2014년 중외합자기업으로는 최초로
아웃바운드 자격을 취득

- MSC 크루즈는 고속성장하는 중국 크루즈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2009년 상강그룹(上港集
团) 산하의 상하이국제여객센터(上海国际客运中心有限公司)와 등록자본 500만 위안 규모로 합자
여행사를 설립

16) 地中海油轮旅行社 홈페이지, http://www.msccruises.com.cn(검색일: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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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콘텐츠(공연, 콘솔게임)
1) 공연
가) 현황
[시장] 중국 공연시장 규모는 2014년 434억 3,000만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위안 이상 규모가 확대 중17)

- 2014년 공연시장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티켓 판매(148억 3,000만 위안) 이며,
그밖에 정부보조수입(109억 9,000만 위안), 오락공연 수입(72억 9,000만 위안) 등으로 구분18)
- 분야별로 음악공연, 페스티벌, 음악회, 춤ㆍ무용, 연극, 뮤지컬 등으로 나뉘며, 중국 공연산업 규모
나 발전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개방수준] 공연장 경영 및 공연기획업에 대한 개방이 제한적으로나마 확대되는 추세임.

- 2015년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공연장 경영은 투자 장려분야로 분류되며, 공연기획사
(演出经纪机构)는 중국 측 지분통제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
- 한편 한ㆍ중 FTA 협정문에서는 공연기획사 및 공연장 법인은 상업적인 공연을 진행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한국기업은 중국과의 협력 시 최대 49%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진일보한 개방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하나,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개방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항이 아님.

나)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2014년 발표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개방 프로젝트 실시 세칙(中国(上海)
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에서 외국자본이 독자적으로 공연기획사(外资演出经纪
机构), 공연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규정 제시

- 상하이 시험구에서는 외자(外資) 공연기획사가 100% 독자지분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고, 시험

17)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D%E5%
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
색일: 2015. 12. 1); 中国演出行业协会(2014), ｢2013年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news/show
Detail/65993(검색일: 2015. 12. 1); 中国演出行业协会(2013), ｢2012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
uploads/File/2012%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
%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2010年中国演出市场收入达108亿元｣(2011. 1. 21), 财经网,
http://www.caijing.com.cn/2011-01-21/110624920.html(검색일: 2015. 12. 1) 등 참고.
18)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D%E5%
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
색일: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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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외자 공연기획사에 한해 영업성 공연(상업공연) 허가증 신청이 가능
- 상업공연이 자유무역구 안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관리위원회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상하이
시(자유무역구 外)에서 공연을 진행할 경우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관리국(文广影视局)에서 심의
- 시험구에서 영업허가를 취득한 외자기업에 한해 오락경영허가증 신청이 가능하고, 시험구 내 공
연장 등의 오락장소(娱乐场所) 설립도 가능
[평가]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육성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문화산업 규모를 키웠으나
여전히 산업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상하이 시험구 정책도 적극적인 개방책으로 판단하
기 어려움.

[활용사례]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 2015년 8월까지 CJ E&M, PMC(이상 한국), Media Asia, 네덜
란더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Nederlander Ent, 이하‘네덜란더 엔터’) 등 5개의 외국계 문화기업
이 진출

- 한국의 CJ E&M은 2010년 SMG 등과 자본협력을 통해 아주연창(亚洲联创)을 설립하여 처음 중
국 문화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2년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 공연분야 개방이 이뤄지면서 단독
법인을 설립
- 네덜란더 엔터는 1912년 미국 브로드웨이(Broadway)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 중 하나
로 2005년 9월 중국 문화부가 외국자본의 공연산업 투자를 허용하면서 중국에 진출했으며, 이후
상하이 시험구에 외국계 최초로 공연기획사를 설립

2) 콘솔게임
가) 현황
[시장] 중국 게임시장 규모는 2014년 1,14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7.7% 증가했으며, 콘솔게임은 전
체 게임시장의 0.04%에 해당하는 5,000만 위안 규모19)

- 콘솔게임의 비중이 작은 것은 중국이 2000년부터 콘솔게임기 생산, 판매,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했
기 때문임.
[주요 정책] 게임콘텐츠가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2000년 6월 ｢전자게
임 경영장소 전문 관리 의견 통지(关于开展电子游戏经营场所专项治理意见的通知)｣를 통해 생산,
유통을 전면 금지

19) 中国出版工作者协会游戏出版物工作工作委员会(2015), 2014年中国游戏产业报告,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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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콘솔게임기는 문화부 주관부처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상하이 시험구에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며, 콘텐츠(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효

- 상하이 시험구 내 공상부문의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이후, 판매ㆍ심의 신청을 하면 20일(업무일)
이내 허용 여부가 결정

[평가] 중국이 오랜 기간 콘솔게임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게임시장의 주도권이 이미 클라이언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활용사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관련 외자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여전히 시장성이 높은
편으로 판단하여, 각각 바이스퉁(百事通, BesTV), 둥팡밍주(东方明珠)와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중국
진출

3.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의 조치를 참고하되, 분야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
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중국은 상하이 시험구가 중국 국내에서 가장 개방수준이 높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혀 왔으나,
상하이 시험구에서 6대 서비스분야에 대해 진행된 개방조치는 현재까지 중국의 타 지역 또는 중
국의 기체결 FTA 수준, 또는 한ㆍ중 FTA 협정문 내용에 비해 특별히 개방도가 높지 않음.
- 따라서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수준이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수준이라고
단정지어 스스로 협상범위를 축소하기보다는 중국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
수집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대중국 서비스분야 진출 지원에 대한 시사점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활용방안 마련

- 시험구 시행조치가 중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정책변동이 잦으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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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여 국내기업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스템 마련
-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조치도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석도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
속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홍보해야 함.
◦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제반행정업무를 단일창구에서 처리하여 행정효율이 높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계좌를 통해 역외 위안화 환전과 해외자금조달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이 다양

서비스부문별로 개방 속도와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개방이 확대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협력을 추진

- 연구의 대상인 6대 분야 중 중국이 향후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분야는 금
융, 법률 서비스분야 등이며 문화콘텐츠와 교육, 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주민소득증대에 따른
서비스 소비증가와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형 서비스업 육성으로 중점업종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가사, 양로, 소매 서비스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인 추진 필요
중국시장 진출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이른바‘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을 운영

다. 주요 서비스 부문별 중점방안
1) 금융서비스
글로벌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우리 금융기관이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ㆍ
중 FTA 후속협상에서 금융분야의 개방 확대를 더욱 강조

- 상하이 시험구에서 2015년 10월 발표된 금융 ｢신40조｣에서는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및 지
역의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시험구에 합자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 지분비율을 점
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중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향후 금융분야 후속협상에서 이를 활용해 한국금융기관에 대해 예
외적으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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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금융협력사업을 다원화하여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한ㆍ중 공동 사모펀드 설립의 추진, 한ㆍ중 산업단지 공동설립의 추진, 중국 금융 관련 연수프로
그램의 지속적인 계발, 한ㆍ중 공동으로 금융상품 설계 및 교차판매방안 논의, 중국 내 금융리스
회사 등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방안 모색

2) 의료서비스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상하이 시험구 및 기타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시범운영되었던 독자투자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중국의 수요를 고려한 한ㆍ중 협력사업을 강화

- 중국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건강산업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보고, 원력진료, 원격수술, 원격의
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추세
- 따라서 원격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

3) 법률서비스
한ㆍ중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에도 파트너십 연합경영을 허용하도록 요구

- 중국은 현재 홍콩ㆍ마카오 법률사무소가 광둥성에서 중국 법률사무소와 ‘파트너십 연합경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게 허용
- 이는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양측이 공동출자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상하이 시험구에
서 허용된 개방조치보다 높은 수준
개방 확대요구가 관철되기 어려운 경우, 향후 중국에 조성될 한ㆍ중 산업단지에서 협력사업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 한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법률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 지식재산권 등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
나는 법률서비스 분야 및 선진 경영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한국 법률사무소가 가진 강점을 어필

4) 교육서비스
기존에 개방된 분야에서 중국 진출 및 운영상의‘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

- 중국의 개방도가 한국보다 높고, 한ㆍ중 FTA에서도 기존보다 높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합법적으로 합작의 형태로 진출할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교육국, 공상국 등 여러
정부부처의 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
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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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서비스
아웃바운드 업무자격 부여와 상호 시장 활성화 필요

- 한ㆍ중 FTA 협정문에서는 아웃바운드 업무 자격 부여 문제를 ‘협력사항’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향
후 추가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또한 아웃바운드 관광에서 연관되는 외환거래와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늘어나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에 대해 다양성보다는 단순가격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된 여행상품
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

6) 콘텐츠서비스
규제 완화와 교류의 활성화

-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개방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나 제작 등 영역에
서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우므로 한ㆍ중 FTA 후속 서비스 협상에서도 개방 폭의
확대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모바일 비중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이 필요함. 특히 서비스 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전규제로 인해서 적시
에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자본투자에서 경영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ㆍ중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한중 문화산업 포럼’ 및 ‘한중 문화산업 교류회’ 등 정례화된 대화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비정형화된 사업환경의 투명성 제고도 이루어져야 하며,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제3국 진출 등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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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표 1.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의료, 법률, 교육 분야 애로사항
분야

의료

애로사항

주요 내용(사례)

지분제한

독자병원 설립 불가(외국 측 투자액 2,000만 위안 이상, 중국 측 지분비율 30% 이상
규정)

중국 측 동업자와의 충돌

병원부지는 중국 측이 정하였는데, 상하이 위생국으로부터 싼값에 구입한 변두리에
잡아서, 홍보와 고객 유치가 매우 어려워짐. 중국 측 파트너가 지방정부와의 인맥으로
얽혀 있어,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다소 어려움.

간호사 고용

외국 간호사는 중국 내에서 간호업무 금지

외국인의사 의료행위 허가증 지역별 발급 타 지역 출장 진료 시 해당 지역의 허가증을 신청해 발급
부패

외자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위해 정부 관계자에게 고액의 뇌물 전달

병원설립업무처리 지연

신축 병원시설에 대한 소방, 환경, 위생 등 제반 검토절차의 의도적 지체

까다로운 설립요건

부대시설, 기본설비, 의료시설 전반의 인테리어 등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
로 규정
중국인 의료인력 비율 규정

한국인 중국 의대 졸업자의 의사면허 취득 중국 의학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유학생의 중국 의사면허증 취득이 어려워 중국
어려움
내 의료행위에 제약

법률

교육

FTA 성과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한ㆍ중 FTA 법률분야 협상내용은 상하이 시험구 정책과 차이가 없는데 마치 법률분야
성과가 있는 것처럼 오보

제휴에 따른 비용부담

중국 로펌과 제휴해 중국 로펌 혹은 중국인 변호사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 발생

대표처 인허가에 많은 시간 소요

외국법률사무소 대표처 설립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인허가에 많은 시간 소요

지방별로 대표처 대표 수에 대한 규정 차이

대표처의 대표자 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ㆍ적용해 소규모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

한국인의 중국 사법고시 응시 허용*

홍콩 영주권자에게는 중국법률자격시험기회를 부여하나 외국인은 응시 불가

대표처의 자격제한, 업무제한

대표처 대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수행가능한 업무가 제한됨.

외자 교육서비스기구 설립 불가

교육서비스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공상국에 법인 등록 후 교육국으로부터 교육서비스
제공 관련 허가증을 받아야 하나, 2003년 이후부터 외국인에게 이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주: *은 건의사항임.
자료: 상하이 우리들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한수궁 성형외과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위스덤 치과 관계자 인터뷰(2015. 5) 내용; 베이징케어병
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KIEP 내부자료(2012); 법무법인 지평 상하이 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5. 9) 내용; 법무법인 율촌 베이징 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법무법인 다청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외교통상부(2011), 외국의 통상환경, p. 231; 대한상공회의소(2010),
｢중국 서비스산업 규제조사사업 보고서｣, pp. 18~22; 상하이 한솔브레인스쿨 관계자 인터뷰(2015. 9) 내용; 백제어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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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여
왔음.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의존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한편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ㆍ투자ㆍ소비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
를 진입함. 따라서 2011년 이후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소위 ‘뉴노멀 시대’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 규모
중국의 가계소비 규모는 2000년의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소비재 소매총액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약 4조 위안에서 27조 위안으로 약 7배 증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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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비재 시장에서는 2006년 329억 달러에서 2014년 1,422억 달러로 약 4.3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7.2%로 3%p 상승하였음.

- 아직 중국의 수입에서는 중간재가 절대적인 비중(47.6%)을 차지하고 있으나, 하락하고 있는 추세
를 보이고 있고 소비재 수입량은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 소비 격차
중국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 심화는 소비 격차의 확대로도 이어지는데, 이는 도농ㆍ
계층ㆍ지역 간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도농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반해, 농촌지역
의 소비 비중은 2000년의 3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21.4%에 불과함.
- 계층간 소비 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간 소비 격차가 2000년
의 3.6에서 2006년 6.2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2년에도 여전히
5.2배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중국의 지역간 소비 격차도 존재하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2014년 기준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 간 격차는 2.3배였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상하이와 가장 적은 시장(西藏) 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3) 소비 구조
중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초 소비 중 식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관련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기초 소비 중 주거 관련 소비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주택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중이 증가하
였으며, 2000년대 들어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급격히 증가함.
- 서비스 관련 소비 중 교통･통신 분야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휴대폰과 같은 통신제품
의 보급과 관련됨.
한편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의 경우 도시지역은 그 비중이 줄어든 데 반해 농촌지역은 증가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은 내구소비재 보급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수요보다
는 주로 교체수요에 의한 소비이고, 농촌지역의 경우 신규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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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중국의 소비부진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중국의 소득불균형을 그 원인으로 자주 제시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도 중국의 소득불균형 심화를 소비 제약 요인의 하나로 파악함. 따라서 도시와 농촌,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지역, 계층간 소득격차 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1978~2014년 기간 동안 대체로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율이 농촌주민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343위안에서 28,844위안으
로 84배 늘어난 반면,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은 동기간 134위안에서 10,489위안으로 78배 증가에
불과함.

- 이와 같은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도시주민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농촌주민의 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의
미함.
- 2007년 이후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이 도시주민의 소득증가율을 앞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주민의 소득수준이 약 3배 가까이 높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단기에 큰 폭으로 축소되
기는 어려울 전망임.

2014년 기준 중국 내 최고 소득지역인 동부 연해의 톈진시, 베이징시, 상하이시 3개 지역 1인당 GDP
는 모두 90,000위안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중국 전체 1인당 GDP(46,629위안)의 2배 이상에 해당하
는 수준임. 반면에 중국 최저 소득지역인 서부지역 3개 성(간쑤성, 구이저우성, 윈난성)의 1인당 GDP
는 모두 30,000위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국 전체 1인당 GDP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여기서 제시한 동부 연해 3개 시와 서부지역 3개 성의 1인당 GDP 격차는 3.6~4.0배에
달하는바, 도농간 소득격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중국 지니계수 수치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2013년 1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지니계수 통계를 일시에 발표함. 이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08년 0.491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그 수준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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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청뚜 소재 시난차이징대학교(South West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는
‘중국가계소득불평등보고’에서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61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미시간 대
학교 역시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55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중국국가통계
국이 발표한 2010년 지니계수인 0.481을 크게 초과함.
- 따라서 이들 민간 연구기관 발표치의 중국 지니계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면, 중국의 계층간 소
득불균형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인구구조의 변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는‘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 확대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세와 인구 고령화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2015년 기준 중
국의 노년부양비는 13.0으로 고중소득국 및 세계평균에 비해 근소하게 높지만, 선진국(26.7)과는
큰 격차를 보이며 낮은 상태에 있음.
- 향후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중국의 노령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젊은 세대(자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이들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
써 소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중국에서는 법정보험으로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 양로
△ 실업 △ 의료 △ 출산 △ 산재 5개 항목에 대하여 물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
자가 공동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5대 보험가입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 기본양로보험의 경우에는
2014년 말 기준 중국 총인구가 13억 6,782만 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의 61.6%가 가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회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추세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단순히 가입자 수의 증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의미한다
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민공 수에 비해 이들이 누리는 사회보장 혜택은
매우 제한적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농민공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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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15.4%, 18.8%, 10.1%, 25.8%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농민공은
여전히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민공은 의료와 양로를 비롯하여 자녀 교육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소비 대신
저축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국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농민공을
사회보장혜택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소비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4) 낮은 도시화율
중국에서는 법정보험으로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 양로
△ 실업 △ 의료 △ 출산 △ 산재 5개 항목에 대하여 물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
자가 공동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임.

도시 상주인구는 1978년 1억 7,245만 명에서 2014년 7억 4,916만 명으로 약 4.3배 늘어났으며,
동기간 도시화율(총인구 대비 도시 상주인구 비율)은 17.9%에서 36.9%p 상승한 54.8%까지 상승함.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 2014(2014)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 이후 현
재의 속도보다는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대에 진입하고 2030년 68.7%, 2040년 72.8%, 2050년
7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도시 상주인구를 6개월 이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재 약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을 도시인구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만일 이들 농민공을 제외하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40% 수준
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농민공의 도시민화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면, 농민공이 진정한 도시민으로 정착하여 실질적인
도시 소비군으로 성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임.

따라서‘신형 도시화’계획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당장 전면적인 개혁이 이
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신형 도시화’를 통해 단기에 괄목할 만한 수준의 소비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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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금융 발달 부진
중국정부는 가계 대출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소비금융회사 시행관리 방법｣을
발표하는 등 소비 금융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소비확대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무엇보다 소비 잠재력이 가장 높은 농촌주민의 소비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농촌의 금융서비스 체계는
도시보다 매우 열악함.

- 지금까지의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소비자 금융은 도시주민이 주 대상이었음.
- 농촌지역의 금융서비스는 주로 농업은행, 농촌합작금융기구, 우체국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당
하였으나,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시장화 경영을 경험한 상업은행에 비해 경영이념이 부족하고 소
비자 금융상품도 제한적이고, 특히 농촌지역 주민은 대출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농촌 가계는 27.6%에 불과함.
최근 중국에서는 소비자 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금융회사 설립, 신용카드 시장 확대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P2P 금융 등 새로운 대출 경로가 생겨나면서 소액 대출액도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단순히 대출액 증가를 근거로 소비자 금융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소
비자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마련과 소비자 금융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6) 소비자 금융 발달 부진
중국의 높은 주택가격 역시 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로 파악됨. 버블 논쟁을 야기하며 치솟던
중국의 주택가격은 2012년 이후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조치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주요 대도시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세계 주요국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처럼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은 가계의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소비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선젼의 PIR은 19.6으로 PUP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홍콩을 앞섰으며, 베이
징(15.6), 상하이(12.8), 톈진(11.2)도 뱅쿠버(10.6), 시드니(9.8), 샌프란시스코(9.2)보다 높았음. 이
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주택가격은 일반적인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가계에 상당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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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소비 확대 제약 요인 평가
항목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 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

현황

평가

 도농간ㆍ지역간ㆍ계층간 소득격차 여전히 높은 수준

-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한계
- 당분간 소득불균형 지속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로‘고령 사회’
에 들어설
전망

- 노년부양비 증대로 인한 젊은 세대의 재
정적 부담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초래
- 사회보장제도 완비가 필요

 사회복지 체계에서 도농의 차별구조 심화
 농민공의 사회보장 수혜 비율은 여전히 저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계 저축액 증가 지속

- 단일화된 사회보장체계 마련이 선행되
어야 가계의‘저축 습관’이‘소비 습
관’으로 변화 가능

 도시화율 상승 추세: 1980년 19.4% → 2000년 35.9% →
2013년 53.7%(선진국 평균 77.8%)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한 도시주민 소비 확대를 목표로‘신형
도시화’계획 추진 중

- 도시화율 상승만으로 실질적인 소비 확
대 창출에는 한계
-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위해 호적제도와
도시화에 따르는 토지제도 개혁이 필수

 여전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신용카드 시장 발전 미미

- 소비자 금융 관련 제도 마련, 인프라 구
축, 소비금용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2012년 이후 주택가격 둔화 추세
 높은 PIR 수준으로 볼 때 소비제약 요인 지속

- 보장성 주택건설 추진의 한계

다. 중국 소비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분석 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 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
으로 나타났음.

-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소비 결정요인으로서 중국특유의 요인을 첨가하였으며, 각종 중국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고, 중국 성별통계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차별
성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여기에서는 복잡한 실증분석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를 참고할 것임.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가계
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
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 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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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적인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 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정부정책 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며 가계소비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최저임금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 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
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 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라. 중국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로의 성장전략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우선 지방 정부의 경우 여전히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생산과잉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앙 정부가 2015년 10월 새롭게 발표한 국유기
업 개혁 심화방안도 지방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
히 불확실한 상황임.
지방정부들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토지사용권 매각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 투자는 지방정부 부채부담을 가중
시킬 것임.

중국정부는 소비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률의 하락을 용인하면서라도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임.

- 이러한 성장동력의 전환을 위해 중국은 향후 투자에 있어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투자주체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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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향후 신형 도시화나 일대일로와 같은 전략적 사업의 추진에 의해 줄어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15년 9월 중국 발개위는 철도와 도로 관련 1조 2천억 위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 현재 부동산과 제조업 투자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만 유일하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중국은 고속철이나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장비제조업, 첨단기술제조업 및 서
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반면 생산과잉, 에너지 고소비 및 환경오염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줄일 것으로 전망됨.
중국 당국의 정책기조로 볼 때, 당장 몇 년 내에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화장품이나 영화와 같은 일부 품목,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1선 대도시와 청두(成都), 시
안(西安), 우한(武漢) 등의 일부 신흥 거점도시, 빠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 등의 일부 계층에
서는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되고 있음.
- 또한 2011년부터 미약하게나마 소비율이 상승하고 투자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며, 이밖에 소비구조가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는 변화가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경제 성장률의 둔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고도화,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및 투자전략을 조정함과 동시에 신형 도시화, 일대일
로 등의 전략적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새로운 대중 전략이 필요함.

가.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며 한국의 대중 수출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
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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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2005~14년 기간 동안, 2009년을 제외하면 모두 대중 무역흑자가 전체 무역흑자를 상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5%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는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와 한국의 경제성장
률 둔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나치게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
하는 것이 시급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기준이 빠르게 인상하고 인력난이 대두하면서 세계의 공장
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동남아지역으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시장 개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내수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 발전은 부분적으로 제조업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생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음.

나.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1)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중국은 산업 고도화, 소비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제조업과 연계한 서비스업과 더불어 소비 창출을 위한 생활관련 서비스업도 크게 발전할 전망임.

특히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서비스업 진흥을 위해 육성과 개방이라는 양면전략을 펼치고 있는바,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최근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한ㆍ중 FTA의 체결로 DDA 플러스 수준의 개방이 기대되고 있고, 특히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짐.

- 더욱이 후속협상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추가 자유화의 근거를 확보한 것임.
- 최근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환경 분야의 진출도 유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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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분야 중국 측 양허 내용
분야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중국 측 양허 내용
-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과 제휴 허용(상하이 FTZ에 한정)
- 중국 내 한국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달성한 실적 인정

유통

- 취급 금지품목 완화(예: 중국 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한국 유통기업 설립 허용)

건설

- 중국 내 한국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달성한 실적 인정

환경

-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관광

- Out-bound 관광시장 개방
- 엔터테인먼트 분야 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

문화

- 공동제작 영화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 부여
-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장려

자료: 한ㆍ중국 FTA 협정문(검색일: 2015. 11. 22).

한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양국 모두 다양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협력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러한 협력은 한중 FTA에서
경제협력 분야로 명시한 정부조달, ICT, 에너지 및 자원, 과학기술, 해운, 관광, 문화 분야에서 우
선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음.

2)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국은 제조업 내에서는 생산과잉, 에너지 고소비 및 환경오염 제조업의 발전을 제한하고 장비제조,
첨단기술산업,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우선 중국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등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향후 중국기업들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 이미 상술한 업종에서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을 바짝 추격하면서 한국의 주력 제조업 전체가 위
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6대 주요 산업 제조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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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중국 내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기업들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여 특화된 제품으로 경쟁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을
실현하여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물론 중국기업들과 협력의 여지도 없지 않은바, 이를 잘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다음으로 중국이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진출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중국제조 2025’의 추진으로 향후 10년간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바이오
제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 집중 육성될 전망임.
- 더욱이 이러한 신산업은 리스크 부담 등의 원인으로 민영기업과 외자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 이들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1) 가공무역 비중 감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
중국이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 비중 감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 전략이 필요함.

- 한국은 2014년 기준 중국 전체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는 9.7%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일본을 제치
고 1위에 있지만,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5.7%의 점유율에 그쳐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
에 뒤처져 있음.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구조와 관련됨.

- 중국정부의 내수 주도 성장방식으로의 전환과 가공무역 규제에 따라 중국의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의 41%에서 2014년에는 27%로 줄어든 반면, 일반무역 비중은 42%에서
57%로 증가하였음.
-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
며, 2014년 기준 가공무역이 여전히 52%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무역은 34%에 그쳐 변화하는 중
국 수입구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향후 중국 내수용 일반무역에 대한 수출 확대
와 가공무역 비중 감소가 필요
- 또한 가공단계별로는 70% 이상이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한국이 중간재 수출에서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소비재시장으로의 진출도
확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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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준 중국의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아직 작지만 2006~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6.3%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나, 2009~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6.9%로 여타 가공단계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임.
아직까지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은 자동차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음식료품과 비내구재 수입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경우 역시 자동차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내 생산 확대로 향후
완성차 수출보다는 부품소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장품, 의류와 같은 비내구재와 반내구재, 음식료품, 그리고 한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 소비재 수출확대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2)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전환 가속화
중국의 소비 주도 성장방식 전환에 대응하여 한국은 투자에 있어서는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 사실 이미 투자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바, 2007년부터 현지시장 진출 목적
의 투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수출촉진과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음.

-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저임금의 단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최저임금기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기인
- 향후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중국정부의 임금 인상 정책이 지속되고, 산아제한이 완화되긴 했지
만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노동력 부족 현상도 지속될 것이며,
여기에 정부의 사회보장 확대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환경기준 강화 등이 겹치면서 중국 진출 한
국기업의 생산환경에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임.
- 아직까지는 노동력이나 인프라 등에서 중국을 대체할만한 생산거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와 같은 해외지역 혹은 중국 내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을 시작하였음.
따라서 중국에서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중 투자기업들은 서비스시장 진출과
더불어 제조업에 있어서는 수출촉진이나 저임 활용의 투자에서 벗어나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로의 전환
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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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1) 신형 도시화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농민공의 시민화’에 초점을 맞춘 신형 도시화의 추진으로 향후 투자와 소비 수요 확대를 견인할 것으
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함.

- 中國(海南)改革發展硏究院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화율 1%p 상승으로 최소 1,300만 명의 농민이
도시민으로 전환되며, 이는 1,740억 위안의 신규 소비를 창출 예상
- 향후 10년간 도시화율이 10~15%p 상승한다면, 1.7~2.6조 위안의 소비시장이 새롭게 창출되어,
최종 소비지출을 1.6%p 끌어올리게 됨.
- 또한 향후 10년간 도시화율이 연평균 1.2%p 증가할 경우 2억 명의 농민공이 도시민으로 전환되
며, 여기에 기존의 농민공 1.6억 명을 합칠 경우 신규 도시인구는 4억 명을 기록함.
- 최저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농민공이 도시민화되기 위해서는 일인당 10만 위안의 고정자산투자
를 필요로 하므로 총 40조 위안의 신규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

또한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를 잘 포착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발생
할 막대한 투자수요는 외자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
은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

다른 한편으로 앞서 언급하였듯 농민공의 도시민화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유입 농민공에 대한 사회
적 비용이 상당 부분 기업에 전가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도 필요

2) 일대일로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또한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일대일로는 높아진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를 비롯한 주변국
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대외전략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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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항구, 공항,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임.
한편 이러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등 업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국 내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으로도 볼 수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를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을 통해 보완하려는
의도임.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혁개방을 가속화하여 외자유치와 더불어 중국기
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임.

그림 1.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에 따른 우리의 대중 전략

투자(및 수출)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

성장률 둔화

⚫대중 수출감소

산업구조조정

⚫서비스업 비중 상승 및 개방 ⚫소비재시장 확대
⚫서비스소비시장 확대
확대
⚫첨단기술산업, 전략적 신흥 ⚫일반무역 수입확대
산업, 고부가가치 제조업 발
전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대중 수출의존도 감소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한ㆍ중 FTA의 조속한 발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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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 확대

전략사업 추진

⚫신형 도시화 추진
⚫일대일로 추진

⚫가공무역 비중 감소 & 소비 ⚫신형 도시화에서 새로운 기
재시장 진출 확대
회 모색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전환 ⚫일대일로에서 새로운 기회
가속화
모색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향후 일대일로 관련 철도, 도로, 공항, 항구 등 인프라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건설 관련
장비와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참여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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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속성장 목표에만 경도된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크게 고조

- 석탄화력발전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산업폐수 및 폐기물, 생활하수 및 쓰레
기 등 급증
- 2015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개최되기 전에 공개된 중국 공영방송 아나운서의 다
큐멘터리를 통해 중국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들끓음.
- 또한 중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중국의 부패현상 및 빈부격차보다 환경오염(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았음.
중국은 경제발전 수준 대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 차원의 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이의 적용 및
집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음.

-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규획(11.5 규획)에서 ‘자원절약형ㆍ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에 중
점을 둔 발전전략의 전환 강조
- 비교적 선진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 양
적성장 목표가 더욱 중시되어옴.
특히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인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도시화 수준
및 목표, 환경오염의 종류 및 정도, 환경개선 의지 및 역량 등에 따라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이로 인하여 일부 대도시의 환경보호 산업이 부분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중국 전반의 환경오염 문
제는 더욱 심화
-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공업화 및 도시화가 먼저 진행된 상하이, 광둥, 베이징 등 연해 대도시에
서는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문제 개선 수요 증가
최근 중국 환경오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경문제가 중국 양회
의 핵심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이 개정되고 시행됨.

- 개정된 환경보호법 시행 6개월 만에 중국 내 9,300여 개 공장 폐쇄, 2억 3,600만 위안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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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등 강력한 처벌 시행
- 또한 환경보호 조치가 미흡한 10개 도시의 책임자를 소환하여 질책, 이 과정에서 공직자 57명에
대해 견책ㆍ경고ㆍ면직 등 징계 처분
오염배출에 대한 규제정책을 통해서 발전하는 환경산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최근 중국의 환경 규제
및 집행력 강화 추세는 중국 환경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

-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
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며, 환경산업에 대한 총 투자규모가 17조 위안에 달
할 전망

인접한 중국이 거대 환경시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환경시장 포화로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필요

- 한국의 환경산업은 정부지원 및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나, 정부규제
를 통해 성장하는 환경산업의 태생적 특징 때문에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
로 하는 B2G 방식의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 필요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환경산업이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시
장 분야별 진출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 진출지역 및 진출 유망지역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한
맞춤형 지원이 긴요

- 또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후속협상을 준비하고 있어,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분야별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
책의 지역적 접근,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 방식 및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 및 정부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확대 및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

2. 조사 및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전체 환경산업의 밸류체인 중 down-stream 영역에 해당하는 오염처리산업 분야에 해당

- 또한 오염처리 시장에 있어 중국 역시 물, 대기, 폐기물 분야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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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 분야로 한정

가. 대기시장 특징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허베이와 산시(山西), 네이멍
구 등이며, 탈활시장 규모는 허베이, 랴오닝, 장쑤 등이, 탈질시장 규모는 산둥, 허난, 네이멍구, 광둥,
후베이가, 집진시장은 허베이, 장쑤, 산둥이 비교적 큼.

- 중국의 대기오염은 연료의 연소과정을 거치는 화력발전 및 제철, 화학 등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
기 때문에 산둥,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 허난, 랴오닝 등 주요 석탄산지 혹은 중화학 공업 중심지
에서 주로 배출
중국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한 후 모든 지방정부가 관련 연간 목표 및 중점 업무 등을 2015
년 내에 보고하도록 조치

-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이 대기질 개선 목표 설정 및 실천, 정책 보조금 부여 및
오염배출비용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앙정부의 대기분야 정책거점, 지방정부의 대기 각 분야 조례 등 정책 추진 및 처리 비용 기준
마련, 처리설비 관리 및 관련기금 운영 등 상황을 종합한 결과, 베이징, 톈진, 네이멍구, 상하이,
저장 등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이 명확
한편 대기분야의 중점기업은 주로 베이징, 장쑤, 푸젠을 비롯하여 쓰촨, 허난 등에 분포

나. 수처리 시장 특징
중국의 오폐수 배출량은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광둥, 산둥, 저장, 허난 등의 비중이 높았으며, 수질
오염원 종류(질소, 수은, 납 등)는 지역별로 상이

중국의 수처리 산업은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시장수요가 크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오폐수 처리율과 배출기준이 높으며 고도의 수처리 공정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큼.

- 특히 산업폐수가 생활오수보다 오염도가 심각하여 산업기반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고도의
수처리 공정 도입 수요가 큼.
정부 정책 측면에서, 중앙정부 수처리 거점지역과 지방차원의 실시방안 제정, 배출기준 및 처리수수료
규정 등을 토대로 판단하면 베이징-톈진-허베이, 저장,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등 지역의 정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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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높음.

- 수질분야 역시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이에 근거한 연간 목표와 중점
업무 등을 연내에 보고하도록 요구
- 특히 후베이는 지방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대표적인 수처리 기업은 장쑤, 베이징, 상하이, 산둥, 광둥, 저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 집적

다. 폐기물 시장 특징
중국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고형폐기물은 허베이, 산시(山西), 랴오닝, 네이멍구,
산둥, 허난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거나 공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로 발생

- 한편 도시생활쓰레기는 주로 광둥, 장쑤, 저장, 산둥, 랴오닝, 허난, 쓰촨, 후베이, 상하이, 베이징
등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전한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
이를 처리하기 위한 투자는 고형폐기물의 경우 네이멍구, 산시(山西), 허난, 장쑤 등지에서 높게 나타
났고, 생활쓰레기는 광둥, 산둥의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베이징, 장쑤, 랴오닝, 상하이, 저
장 등이 비교적 높은 편

한편 최근 폐기물 관련 정부정책은 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 처리장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책 추진

- 또한 중앙정부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헤이룽장(하얼빈), 랴오닝(다롄), 저장(항저우), 상
하이, 광둥(선전), 충칭 등을 폐기물 관리 핵심지역으로 분류하여 중점 관리
- 반면 대기 및 수질 분야와는 달리 폐기물 관련 행동계획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처리 관련 가격표준 역시 미정이어서 폐기물 처리 수요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는 실정

라. 중국의 환경 프로젝트 추진 방식
최근 중국정부는 환경, 교통인프라, 건설 등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때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발표

- PPP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부 및 민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려는 사업 형태로,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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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한 개도국의 환경인프라 확충방안이나, 중국의 경우 국가재정이 부족
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급격한 환경인프라 확충을 위해 PPP 활용
중국의 PPP 사업추진 형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되며,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
영-이전)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BOT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자에게 시설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만료 시 소유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는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이전-운영)는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며, 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
- BOO(Build-Own-Operate)는 사업자가 필요자금과 건설을 맡게 되며, 직접 소유하면서 계약된 기
간(일반적으로 20~30년) 동안 운영 후 기간연장 또는 매각권리를 보유
-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 후 소유권이 발주처에 이전되고 이후 발주처가 내는 임대료
(Lease)를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계약방식
그동안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PPP 관련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이 부재하였으나, 2014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민간자본의 공공인프라를 적극 장려

- 특히 지방정부가 현지사정에 적합한 합리적 투자회수 체계(차익보상 제도 등)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한편 PPP 사업 관련 중국의 법규 체계가 아직은 초보적 수준으로 구체적 사항은 불명확하며, 꽌시(关
系) 문화 등 독특한 중국의 프로젝트 추진환경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PPP 사업 참여가 제약될 수 있음.

- 외국기업의 PPP 사업 참여에 대한 관련 법제가 완비되지 않아 구체적 법률 근거가 없는 경우
발생 가능, 또한 PPP 사업 관리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사업 참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꽌시가 부족한 외자기업은 현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급격하게 증대될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투자금액의 80% 이상이 PPP 사업을
통한 민간조달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므로,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PP 사업 참여가 필수적

- 다만 중국의 PPP 사업 환경에서 예측되는 우리기업의 투자 리스크가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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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시장 분야 및 지역 연계 분석
중국의 대기 및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시장의 주요 항목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와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중앙정부의 정책적 거점, 지방정부의 환경 전반에 대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 유망
지역을 선별

-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및 주요 기업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이 진출 유망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
시장규모, 정책적 중요도, 지방정부 의지, 주요 기업 집적 등의 다양한 환경산업 제반 여건이 우수한
장쑤, 광둥, 산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 지역

- 특히 장쑤는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적극성이 교차하는
지역
- 광둥은 수질 및 폐기물, 특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진출 유망
- 산둥과 저장 역시 환경시장 3개 분야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며, 특히 각각 대기 및 폐기물
시장의 최대 유망지역

표 1.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특징 비교
지역

환경
투자

베이징

○

톈진

분야별
대기

폐기물

중앙정부
의지

종합

○

◉

◉

◉

○

◉

◉

○

○
○

허베이

◉

●

산시(山西)

○

○

랴오닝

○

◉

상하이

수질

◉
○

◉
○

◉

◉

○

◉

●

◉

◉

장쑤

●

●

●

◉

◉

●

저장

○

○

◉

●

◉

●

산둥

●

●

◉

◉

●

○

○

허난
후베이
광둥

○
○

산시(陕西)
신장

○

◉

●

○
●

◉

●

○

○

○

○

주: 1) 환경투자는 공업분야 외에도 다양한 환경인프라 등에 대한 총 투자규모로 산정.
2) 중앙정부 의지는 환경보호 12.5 규획 및 13.5 규획에서 강조되는 중점지역.
3) ●, ◉, ○ 순으로 비교우위가 높음.
자료: 본문 내용 종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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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진출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 지역

- 베이징과 상하이는 시(市) 단위 지역으로 다른 지역(省)에 비하여 시장규모 및 오염배출량 등 양적
지표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지방의 정책의지가 강하고 우수한 대규모
환경분야 건설, 서비스, 제조 기업 등이 집적
이 밖에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 내륙지역 중 환경시장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은 중장기
적 진출 시장으로 고려

3. 정책 제언
가. 중점 진출지역 특징 및 협력방안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

- 중국 전체 환경투자의 1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대기 및 수질 분야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
의 정책적 적극성이 집중되며 오염처리 설비를 제조ㆍ운영ㆍ건설하는 기업이 집적,해외 환경업체
와의 협력에도 개방적이며 적극적
- 역내 이싱시에는 중국 최초이자 유일의 국가급 환경산업단지 소재, 입주한 수처리기업이 3천여
개에 달하며, 중국 수처리시장의 40%를 점유, 또한 이싱시 정부는 지역 환경산업발전을 위해 400
억 위안의 기금 설립
- 2014년 대구환경공단과 이싱 환경산업단지 간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한ㆍ중 환경산업단
지 조성에 합의, 이의 첫 사업으로 한국의 엔바이오컨스와 장쑤성 로컬기업 간 공동으로 슬러지
건조 프로젝트 추진
- 환경산업 협력에 적극적인 이싱 환경산업단지 및 소재 기업과의 협력, 양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이 기업간 협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진출
산둥성, 허베이성: 정부간 협력사업 활용

- 두 지역 모두 환경투자 규모가 중국 내 상위권(각각 2위, 5위)이며, 중화학 공업 밀집지역인 만큼
공업으로 유발된 대기오염 처리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지역, 산둥성은 1억 명의 인구 및 급속한
도시화 등에 따른 생활오수 및 쓰레기 배출 규모 역시 중국 내 최상위
- 두 지역 모두 중국 중앙정부가 대기오염 방지 중점지역으로 지정, 지방정부의 의지도 강하여 대기
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추진, 다만 두 지역에는 대기분야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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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과 중국은 산둥과 허베이에서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중국 대기시장 진출 확대 필요
후베이성, 산시성, 허난성: 미래 환경시장

- 후베이성과 허난성은 중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질오염방지조례를 2014년에 제정ㆍ공표하여 엄격
한 법집행을 실시
- 산시성은 삼성 및 관련 협력사의 진출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진 지역으로, 우리 환경업체의
공동진출을 추진하기에 적합
- SK 그룹은 현재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에틸렌 공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한국과학기술단지 및 한
국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환경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접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이들 지역은 현재까지 환경 관련 시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성장가능성, 우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시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기업에 대한 제언
1) 중국 환경업계의 관련 리스크 파악 및 대응책 마련
중국의 환경 프로젝트 참여 시 현지의 사업추진 방식 및 계약관행 등에 대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 파악이 중요

- 중국 지방정부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투자 회수 및 사업 철수 사례가 다수 존재
- 중국 환경기업들도 지방정부의 성향 및 지불능력 등을 검토하여 리스크 파악
이와 관련된 리스크 헷지를 위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 필요

- 중소업체 위주의 한국 환경기업이 개별적으로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중국 기업
과의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우위를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 추진 필요
- 가령 한국기업은 가격대비 우수한 기술 개발 및 제공ㆍ관리, 중국기업은 현지사업 수주 및 지방정
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역할 분담
한국 측이 우려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에 적극적이고 관련 의식이 있는 지방정부 및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

- 지재권에 대한 의식수준 역시 지역마다 상이하며, 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된
사전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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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파트너 및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활용
수익성 높은 환경 프로젝트 정보, 현지 정부와의 ‘꽌시’, 프로젝트 진행에 필수적인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현지에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파트너 발굴이 중요

이를 위해 중국 내 환경산업 전시회 및 한국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중국 환경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

- 또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간의 진출목표를 가지고 중국 내 프로젝트 참여 실적을 쌓는 노력
등을 통해 기업 인지도 제고
또한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 환경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
로써,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 진출

3) 중국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최근 중국 환경분야의 민간투자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를 잘 활용할 필요

- 1990년 후반, 중국 수처리 사업이 국내외 민간부문에 개방되면서 베올리아, 수에즈 등 다수의 다
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 그러나 2002년 중국이 최소 고정수익 보장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대부분의 외자기업이 철수
- 현재 중국정부는 환경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며, 민간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부의 사업 추진 프로세스가 투명해지고 있음.
향후 공업폐수의 배출 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부문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인 반면, 생활오수
처리는 기술진입장벽이 낮아 중국 로컬기업 위주의 시장 구조 형성

- 산업단지의 폐수처리 수준을 높이는 관련 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발표될 전망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 기회 주시할 필요
또한 중국 환경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 가격 표준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결정되어
운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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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와의 협력 진출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환경 설비 및 관리ㆍ서비스’가 필요한 우리 제조업체와 협력
추진

-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려는 우리기업 역시 오염방지 및 폐기물 처리설비 등을 구축하고 이
를 계속 관리ㆍ운영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많은 한국 중소제조업체는 이의 중요성 경시 혹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환경관리를 편법으
로 처리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중국환경기업에 관리를 맡기는 실정
- 이는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 제조업체와 환경업체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양측 기업 모두 상호계약이행 관련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고, 제조업체의 주된 프로
젝트 인허가 절차와 동시 추진이 가능하므로 상호 이익

5)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협력사례 벤치마킹
최근 외국 환경업체의 기술 제공을 통한 중국과의 협력 활발

- 중국 위안다(远大)에 이탈리아 TKC가 기술을, 미국 Cometech가 촉매제를 제공하였으며, 덴마크
Topsoe가 기술과 촉매제를 룽징(龙净)에 제공
우리 환경업체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우위이기는 하나, 중국의 선도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
로 품질 제고, 서비스 시장 진출, 다양한 협력모델 구축 등 필요

- 외국 환경기업과 같이 기술 및 촉매제 등을 제공하는 협력방안 고려

다. 정책적 시사점
1) 한ㆍ중 FTA 환경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에 대응
기존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분야 및 내용의 구체화, 양국간 시범사업 추진
확대 등 필요

- 한ㆍ중 FTA 협정문의 환경서비스 부문에서, 한국 환경기업이 중국에 독자기업을 설립하고 도시
오수처리(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배수관 운영 제외), 쓰레기 처리, 공공위생, 배기가스 정화와
소음제거 서비스 등 제공에 합의
-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전자폐기물(도시광산 사업 등) 관련 협력, 음
식물 쓰레기 및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및 관련 시범사업 추진 제안

중국의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153

한국 환경기업의 중국 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의 외환규제를
한ㆍ중 FTA에 적용

- 실제 중국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초기비용 발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는 외채 등록을 한후 담보 설정이 필요하나, 실제로
는 환경기업이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아 파이낸싱이 어려움.
중국 내 환경오염처리 인프라가 열악하면서, 한국과의 독특한 유대관계가 있는 동북지역을 환경협력사
업 시범지구로 설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동북지역은 노후 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현재 경제둔화를 크게 겪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중국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환경협력 사업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동북지역에는 오수처리장이 없는 도시가 있어, 오폐수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을 수 없는
상황
- 단 협력 분야를 특정 환경분야로 제한하지 말고 동북지역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전체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2)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PPP 활용)
중국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구체화 단계 전인 사
업개발 단계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및 기회
확대에 기여

- 중국은 BOT 등 PPP 방식을 통한 환경 프로젝트 추친을 선호하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이 구체화되기 전에 사업권 획득, 사업구조 개발, 인허가 획득 등이 필수적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환경기업이 이를 개별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움.
- 이에 PPP 사업의 개발단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 공조하여 수익성
높은 사업구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중국 내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자금
조달 구조화, 사업권 획득 등 역할 수행
- 가령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소각발전 등의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양
국 정부가 사업개발비 수준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 등을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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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환경 네트워크 확대: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협력 기회 확대에 필수적

- 환경산업은 규제(정책)와 기술이 접목된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 환경 특징과 정
책 변화, 관련 환경기술 및 경험의 적용 등이 매우 중요
- 한국 환경업체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지 수요를 모를 경
우 협력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
환경 프로젝트의 관리ㆍ운영 분야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
정부 및 중점기업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

- 특히 중국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환경 서비스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책 제공
- 다수의 지방 환경기업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이거나 산하기관(예: 환경공정설계원)과 연관된
기업으로, 현지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관련 정부 입수능력과 협상능력 우수

4) 중소 환경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자금력에 제한이 있는 중소 환경기업이 해외 진출 시, 리스크 관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시 주요 난제는 현지 실적 확보 및 자금 측면의 리스크 관리 등
- 상당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현지 실적 축적이
어려워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
- 이에 한ㆍ중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등을 운용

5) 환경 분야 정책 및 프로젝트 모니터링 강화
향후 5년간 중국 환경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다수 지역의 환경 프로젝트 추진 전망, 이와 관련된 중국
주요 지역과의 협력 수요 발굴 긴요

- 오염 유발산업의 구조조정 관련 지역 수요 파악 필요, 가령 허난성의 현급시인 창거시에 도금업
통폐합에 따른 전문 도금단지가 조성 중이며, 관련 오염처리 시설 및 관리를 책임질 환경기업 수
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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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고 있는 신규 환경시장 선점을 위하여 관련 정책, 제도 변화 및 신규 프로젝트 관련 모니터링
및 트렌드 분석 필요

- 중국의 환경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슬러지 처리, 농촌 생활쓰레기, 도시 인근에 매립된 쓰
레기 처리 등 분야가 블루오션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비하여 중국 각 지역의 세부적인 정책 및 제도 등 파악

- 중국은 각 지역마다 오염처리 시설에 대한 배출기준 및 처리비용 등이 상이하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및 정부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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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관세장벽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2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관세장벽과 대조적인 현상
으로 관세장벽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임.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중 TBT와 SPS 조치는 규제적 조치(regulatory measures)로서
인간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임.

- 그러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써 완화되어야 할 대상
으로 분류되기도 함.
- 비관세조치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평가를 통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러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조치는 2003~14년 사이에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여타 비관
세조치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일본과 중국에도 해당되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조치로 인한 비관세장벽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본 및 대중국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규격, 인증제도’를 꼽고 있음.
따라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2015. 11월 한ㆍ일ㆍ중 정상회의가 한ㆍ일ㆍ중 통상장관회의와 함께 3년 반 만에 재개된 것을
미루어, 한ㆍ중ㆍ일 FTA 협상 또한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ㆍ중ㆍ일 FTA뿐 아니라 RCEP과 TPP 협상에서도 TBT와 SPS 조치 완화 및 협력에
대해 참여국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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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한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해보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심화되어 온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드러남.
- 한국의 경우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한편 중국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고,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 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한ㆍ중ㆍ일 3국의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TBT와 SPS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되어 옮.

나.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으로 비관세조치는 비용상승으로 인한 무역저해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보 비대칭
완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효과가 있음.
TBT와 SPS조치 등의 규제적 조치는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 문제를 해소함.

- 이러한 측면에서 TBT와 SPS 조치는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림으로써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반면 TBT와 SPS 조치가 요구하는 환경기준의 충족 혹은 품질인증마크 획득 등은 기업에 추가적인
순응비용을 발생시킴.

- 순응비용의 증가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이어짐.
따라서 규제적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순효과는 전술한 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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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 조치에 노출된 무역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며, 동 조치들이 3국의 무역에 끼친 순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TBT와 SPS 조치의 강도(incidence)를 계측하는 척도로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
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품목수의 비율)가 일반적으로 사용됨.

- 국가별로 TBT와 SPS 조치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를 비교해보면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남.
- 또한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농수산품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가 여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비관세조치가 무역량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실증분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함.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TBT와 SPS조치는 2002~13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유
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관세장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ㆍ중ㆍ일의 대세계 무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3국의 TBT 조치는 제조업 무
역에, SPS조치는 농수산업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으로 좁힌 실증분석 결과는 SPS 조치가 농수산품 무역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나, TBT 조치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남. 이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무역이 TBT와 SPS 조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간
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한편 관세장벽은 더 이상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 제기현안 및 주요 쟁점
한ㆍ중ㆍ일 3국은 2014년 기준 WTO 회원국 중 TBT와 SPS 통보문 제출 건수 상위 10위안에 포함될
정도로 많은 통보문 건수를 기록

- WTO TBT 협정과 SPS 협정에서는 TBT와 SPS 조치의 제ㆍ개정 사항을 WTO 측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WTO 측에 제기되는 특정무역현안 역시 TBT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이 가장 활발한 상황

- 중국은 TBT와 관련한 특정무역현안을 활발히 제기할 뿐 아니라, 2014년까지 누적기준으로 전체
WTO 회원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정무역현안을 타국으로부터 제기받음.
◦ 중국은 특히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
역현안을 제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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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4월에 제정한 화평법의 도입으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와 관
련된 특정무역현안 제기를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
중국은 한ㆍ중ㆍ일 3국 중 SPS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국가임.

- 2002년부터 중국이 제기한 특정무역현안 중 7건이 일본의 식품안전 기준 개정에 대한 건임.
-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까지 SPS와 관련한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바가 없으며 일본도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관련한 2건이 전부임.
◦ 이 사안은 2015년 8월 현재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이 설치됨.

- 한편 중국은 WTO 회원국들로부터 수입식품절차와 요구조건의 복잡성, 투명성 결여, 광우병
(BSE) 관련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등의 특정무역현안 제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도 2009년 이후 꾸준히 회원국들로부터 식품첨가제, 최대잔류허용기준 등 식품안전 기준 등
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받음.

2)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분석
한ㆍ중ㆍ일 3국이 공통으로 기체결한 FTA의 TBT 협정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 목적 및 적용범위 △
국제표준의 사용 △ 기술규정의 동등성 △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 △ 투명성 확보 △기 술협력 △
TBT 위원회 등 핵심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표준 관련 조치 및 투명성 조항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냄.
-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조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ㆍ중ㆍ일 3국이 공통으로 기체결한 FTA의 SPS 조항들을 비교하면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
이 일본과 한국에 비하여 더 구체적 합의내용이 포함됨.

-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
결 FTA 내 SPS 조항은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제도 선택허용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3국의 기체결 FTA 문건을 살펴본 결과 정보공유 등 협력 관련 내용과 SPS위원회 조항이 공통적
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161

3. 정책 제언
가.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한ㆍ중ㆍ일 3국간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주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채널 필요

- 그간 한중, 한일, 중일 양자간 혹은 한ㆍ중ㆍ일 3국간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이지는 않았음.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

-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Top-down(하향식) 방식이 아닌 Bottom-up(상향
식) 방식이 요구됨.
- 한ㆍ중ㆍ일 3국간 논의를 통해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을 구분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철
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함.

나. 논의쟁점
1) 조화
비관세조치는 규제라는 그 자체로 무역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국가간 규제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무역저
해효과가 증폭됨.

- 특히 TBT와 SPS조치는 본래 국민의 건강, 안전과 환경을 목적으로 취해지므로 조치의 완전한
철폐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ㆍ중ㆍ일 3국간의 규제의 조화를 통해 각국의 TBT와 SPS 조치가 역내무역
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할 수 있음.
- 그 예로 EU 회원국의 표준의 조화가 역내무역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존재함.
표준의 조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선 정기적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
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
어야 함.

- 일례로 아세안은 2003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아세안 식품안전기준조화 워크숍을 통해
아세안 식품안전기준 데이터베이스(ASEAN Food Safety Standards Database)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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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동식품기준제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 식품위원회(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를 참고하여 한ㆍ중ㆍ일 3국간의 식품기준의 조화를 꾀
할 수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5년 공동식품기준개발 시스템 설립을 위한협정문 체결을 토대로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 감축을 목적으로 한 FSANZ를 설립
- FSANZ는 이중국적의 국가기관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라벨링, 유전
자변형식품의 요건을 규정하는 공통의 리스트 개발 및 제반 행정업무 기능을 담당
- 다만 공통의 식품기준ㆍ규격에 대한 시행과 해석은 각국 국가기관의 권한에 귀속

2)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표준과 마찬가지로 국가마다 상이한 시험과 인증요건은 수출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함.

- 적합성평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상품주기가 짧은 섬유ㆍ의류제품이나 하이
테크 제품의 손해가 특히 큼.
- 아직까지는 국내시험인증기관의 중국 내 인증활동이 불가하며, 시험인증 지연, 시료 통관 애로,
기술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 등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양국간뿐 아니라 한ㆍ
중ㆍ일 3국간 역내 원활한 교역을 위해서는 상호간 적합성 평가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MRA) 체결이 시급함.
국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제도1)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상대국 영역에 소재하는 시험기간에 자국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권한을 역내국간 위임하는 방안으
로는 (1) 한ㆍ중ㆍ일 3국 TBT 협상시 협정문 내 조항으로 규정하거나 (2) 각국 시험기관간 품목
별 MOU 체결을 통한 상호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ㆍ중ㆍ일 각 3국의 FTA TBT 협정에서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항
이 존재하나, 사실상 여러 제약 조건들로 인해 동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합성 평가 및 인증대행을 실시하는 해외인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을
제안함.

1) SDoC 제도는‘선(先)판매 후(後)검사’형식의 제도로서, 공급자가 합당한 시험을 거쳐 자발적으로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
되, 사후에 정부가 동 제품을 임의로 테스트(검사)하여 위반 적발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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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성 강화
국가간 규제의 차이가 국민 선호 (preference)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규제의 조화나 적합성평가
의 상호인정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나라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경우에도 각 국가가 자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함.
- 가령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다른 나라에 통보를 하거나 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질의처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기술표준과 규정에 대한 탐색비
용을 낮출 수 있음.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장벽 협의채널을 통한 (1) 통보문 단일화 (2) 기술규정
제ㆍ개정 절차 및 결과를 3국 공동 웹사이트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통보문 단일화는 WTO에 제출한 기술규정을 한ㆍ중ㆍ일 3국간 쉽게 조회 가능하도록 기체결 통
보문 내 제목, 설명, 이행 기간 등을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하여 상호교환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안데스 공동체 (The Andean Community)가 최근 페루를 통해 지역 기술규정을 단일 통보문으로
제출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한ㆍ중ㆍ일 3국 공동의 TBT/SPS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동 웹사이트를 통해 각국의 기술규정 제ㆍ
개정 과정, 예상 시행일 등을 개재하여 역내 정부기관,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접
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4) 기타 협력
양자간 FTA는 사실상 관세철폐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체결된 협정이라는 인식과 함께, 협정문상 명시
되어 있는 내국민대우를 실제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함.

- 역내국 정부간 또는 기관 간 품목별, 산업별 MRA 및 MoU를 체결한다고 하여도 자국에서 발생한
시험 성적서를 타국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음.
- 체결된 MRA 또는 MoU의 경우 대부분 해당 성적서의 형식, 직인 또는 무엇이든 상대국이 요구하
는 방식으로의 변형과정을 거친 후에만 통용되는 경우로 이는 순수한 의미의 MRA/MoU로 보기
는 어려움.
- 따라서 한ㆍ중ㆍ일 3국은 국별로 각기 다른 시험결과 데이터를 통일된 하나의 형식으로 문서화하
여 상호인정이 가능한 MoU 체결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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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한ㆍ중ㆍ일 3국간 민간차원의 업종별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소집하여 역내 비관세조치로 인
한 애로사항 경험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

- 중국내 유럽 기업의 경우 산업간 협회를 통해 중국으로 진출한 동종업계 외국 기업체 담당자들
과 해당 산업의 애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을 연간 한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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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90.1%
(수출 89.9%, 수입 90.3%)를 기록. 북한의 중국 일변도의 무역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와의 유착,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요인과 대중 자원수출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북한의 내적인 동인으로 인하여 빠르게 심화
북한과 중국의 교역환경은 2012년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북ㆍ중 경제협
력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가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이후 중국의 성장둔화로 대북 수입의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대북 수입이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국제원자재시장에서 무연탄과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
고 있음. 중국 동북2성(랴오닝, 지린)은 가파른 경제성장둔화와 도시화로 인한 노동인력부족문제
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과적으로 중국의 성장둔화는 중국 동북2성과 북한 모두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중국 동북2성의 단둥시, 훈춘시는 성장둔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북 수출 및 북한관광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며, 북한은 특구주도형 성장정책을 표방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투자 유치를
꾀하고 있음.
- 이상의 교역환경 변화와 양국의 대응은 북ㆍ중 경제협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05년 이후 확대일로에 있는 북ㆍ중 경제협력이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단순무역에서
가공무역을 통한 두 국가의 산업적 연계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한국은 2010년 이후 대북 제재의 강경책을 통해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북ㆍ중 교역환경이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만큼, 남ㆍ북ㆍ중ㆍ러 다자협력의 유화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동북아 개발과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168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이에 본 연구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추이를 분석하여 북ㆍ중 경제협력이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고,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가 북ㆍ중 경제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북 경제협력방안을 다자와 양자 협력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북ㆍ중 경제협력을 분업체계로 규정한 뒤 중국해관 통계와 UN의 대북 투자 통계, 언론보도 분석
을 통해 북ㆍ중 경제협력이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검토
- 중국의 성장둔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도시화로 인한 동북2성의 노동인력부족 등 경제 변화가
분업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 이를 바탕으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방안과 남북 경제협력방안 제언

2. 조사 및 분석 결과
본 연구 결과, 북ㆍ중 경제협력은 단순무역에서 위탁가공을 매개로 중국 동북2성과 북한의 산업이 연
계되는 형태로 성장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로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북ㆍ중 경제협력의 산업적 연계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한국은
남ㆍ북ㆍ중ㆍ러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지역 개발과 개혁ㆍ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남북 양자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분업체계도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북ㆍ중 경제협력의 핵심은 북ㆍ중 무역임. 북한의 GDP 대비 총무역비중은 30.6%(2014년 현재)
수준으로 높지는 않으나, 경제난 해소와 생산기반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북ㆍ중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질적인 변화를 보이며 단순무역에서 산업적인 연계, 즉
분업체계로 성장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0년대 초반까지 북ㆍ중
경제협력은 무연탄, 철광석 위주의 단순무역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위탁가공, 해외
파견노동자, 접경지역 관광이 시작되면서 북ㆍ중 경제협력의 저변이 확장되고 있음. 2010년부터
북한의 대중 수출 중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도
변경소액무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중국의 성장둔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동북2성의 가파른 성장둔화와 노동인력부족 등 교역환경
의 구조적 변화요인과 북한의 특구주도형 경제성장전략, 동북2성의 대북 수출 및 북한관광 확대정
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ㆍ중 경제협력이 단순교역에서 분업체계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
고 있음.
- 향후 북ㆍ중 경제협력은 무역과 대북 투자 등 전통적인 협력분야에서는 양적(금액)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겠으나, 위탁가공(의류, 임산물, 수산물), 해외파견노동자, 북한관광 등 신규분야에
서는 질적(협력분야의 수)으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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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차별점은 ① 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②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중국해관
통계를 분석 ③ 수차례의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북ㆍ중 경제협력 동향 파악 및 연구결과의 현실 적합
성 검증 등임.

- 이론적으로 북ㆍ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접한 두 지역의 생산(서비스 포함)ㆍ소비 분야에서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산업적 연계, 즉 분업체계로 정의한 뒤,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조건과 심화 발전하
는 요인들을 규명.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북ㆍ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중국해관이 제공한 세관(해관)별ㆍ무역형태별 북ㆍ중 무역통계를 분석. 이 자료는 선행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무역형태별 분석을 통해 북ㆍ중 무역이 단순무역에서 위탁가공무역으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으며, 세관별 통계 분석을 통해 단둥시와 훈춘시 무역이 품목과
물량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분석
- 세 차례의 중국 동북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분업체계 정의, 북ㆍ중 무역의 질적인 변화,
교역환경 변화가 북ㆍ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등의 현실 적합성을 검토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북ㆍ중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북ㆍ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두 지역의 생산(서비스 포함), 소비 분야에서의 분업
체계로 규정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과 동북2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북ㆍ중 분업체계가 더욱 분화
되고 발전하고 있음.

-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북ㆍ중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외화벌이가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의
동북2성은 급격한 경제성장둔화, 노동력부족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북ㆍ중 분업체계가 심화 발전하고 있음.
국경을 마주한 지역의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조건의 핵심은 비용과 국경임(그림 1). 두 지역의 경제협력
이 상호에 이득이 되는 경우, 경제협력이 태동하게 되며, 양 지역이 협약을 통해 이를 더욱 촉진시키면
서 발전하게 됨.

- 한 지역(혹은 국가)이 자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를 하는 비용보다 다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를 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경우, 다른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시작됨.
- 다만 국경이 노동, 자본, 상품, 기술의 이동을 제약하게 되는 데, 두 지역이 협약을 통해 국경의
제약을 완화해감에 따라 경제협력이 분업체계로 성장하면서 태동 → 형성 → 성숙 ↔ 퇴락의 단계를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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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제 분업체계의 형성조건

자료: 저자 작성.

북ㆍ중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을 통해 형성된 분업체계는 크게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분류 가
능. 북ㆍ중 경제협력은 북한의 노동, 중국의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의 분업으로 성장하고 있으
며, 분업에서 두 지역의 역할이 특화되고 고착화되고 있음.

- 생산의 분업이란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중국 내 생산(또는 서비스)
공정의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
- 소비의 분업이란 중국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조달하고 북한이 이를 독점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함.
북ㆍ중 분업체계가 태동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며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분업체계가 구축되고 있음(그림 2 참고).

- 북ㆍ중 경제협력은 2000년대 초반까지 단순무역 위주였으며, 2000년대 중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단순무역이 주류를 이루기는 하나,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노동력, 관광자원(사회주의 선전물,
자연자원), 중국의 자본, 생산재, 에너지(전력ㆍ석유)를 활용하여 양 지역의 산업이 서로 연계되면
서 경제협력이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외에도 대북 광업 및 제조업 투자, 건축 및 서비스 산업
진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 두 지역의 역할이 특화되고 고착화되면서 분업체계가 심화되고 있음.
- 생산의 분업으로 위탁가공은 의류, 임가공, 수산물 양식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자본, 원자재를 제
공하고 북한이 자연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중간재를 생산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접
경지역 관광은 중국이 북한관광을 동북3성 관광프로그램의 일부로 기획하고, 북한이 호응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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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소비의 분업으로 중국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생산재, 소비재, 에너지 등의 모든 품목을 제공하고
있음(중국 단둥시에서 북ㆍ중 무역의 7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단둥시는 북한무역이
단둥시에 의존적인 점을 활용하여 급격한 경기둔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북 변경소액무역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음.

그림 2. 북ㆍ중 분업체계 분야 및 현황

자료: 분업체계분야, 역할 구분, 본격화 시기는 저자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현황 중 상품교역의 GDP 비중은 UN Comtrade[Online]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 현황 중 2014년 동북3성 1만 5,000명은 저자가 현지 조사와 언론을 참고하여 추정; 현황 중 북ㆍ중 국경 육로 통행인원은 중국해관(2014)
을 참고하여 작성; 현황 중 FDI 관련 통계는 UN Comtrade [Online]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모든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9. 1).

나. 북ㆍ중 정책 변화가 분업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1) 중국의 성장둔화와 주요 정책 변화
중국의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관리정책 변화와 과잉설비가 많은 철강산업과 제조업의 구조조정,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이 무연탄, 철광석의 수요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입감소는 북한의 교역환경을 악화시키면서 북ㆍ중 경제협력을 무역외
분야의 협력(관광, 해외노동자 파견)으로 확장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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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정책, 에너지관리정책, 자국 석탄산업보호정책으로 북한산 무연탄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북한은 무연탄 물량 밀어내기로 무연탄 수출액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음.

- 무연탄은 북한의 전통적인 대중 수출품으로 물량이 감소할 경우, 북한경제의 타격은 불가피
- 중국이 환경보호정책 강화와 에너지관리정책으로 중국의 석탄소비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고, 자국
석탄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석탄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관세인상, 저품질 무연탄의 자국 내 이동거
리 제약)를 펴고 있음.
철강산업의 경기둔화로 철광석 수요가 줄어들면서 북한산 철광석의 가격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 철강산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국 철강기업들이 불황 타개를 위해 물량 밀어내기 전략을
펴고 있으나 일부 기업이 덤핑판정을 받으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철광석 역시 북한의 전통적인 대중 수출품으로 철강산업의 불황은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동북2성의 GDP 성장률 둔화는 중국의 평균 성장률 둔화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며, 중국의 급격한 도시
화로 노동력부족문제까지 겪고 있음. 동북2성은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용하고 있음. 북ㆍ중 양 지역의 협력이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 동북2성의 중소도시들은 급격한 경기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변경소액무역 확대와 북한인력 수
입정책을 펴고 있으며, 관광객의 동북2성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단둥시는 호시무역구를 재개하면서 대북 소액변경무역 활성화를 꾀하면서 대북 수출
상품의 집결지 역할을 하는 지역물류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지린성은 나진항을 통한 수출
교역로 확보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한 뒤 지린성에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북ㆍ중 경제협력이 단순무역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ㆍ성장하고 있음. 중국의 경기둔화로
대표되는 북ㆍ중 교역환경 변화는 북ㆍ중 경제협력을 단순무역에서 생산(서비스) 및 소비의 산업적 연
계를 특징으로 하는 분업체계 형성 및 심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북한의 특구 주도형 경제성장전략
북한은 사회기반시설이 노후화하여 사실상 자급자족경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력갱생과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특구에 외자를 유치하여 개발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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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자본재와 소비재 부족으로 배급제가 붕괴되고 경제난이 가중되었
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마당이 허용되면서 시장화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
해 각 사업단위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허용됨으로써 분권화가 시작되었음. 북한의 시장화와 분권화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심화ㆍ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북한당국은 개혁조치를 통해 시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대함에 따라
생산역량이 부족한 각 공장ㆍ기업소들은 생산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촉진
- 개별 공장ㆍ기업소가 무역권한을 통해 중국 시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며 북ㆍ중 분업체계가 태동
북한의 생산인프라 미비와 열악한 투자환경은 원자재가격 하락과 결부되어 대규모 자본의 장기투자가
필요한 광업보다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협력이 가능한 위탁임가공무역으로 북ㆍ중 경제협력을 확장시
켜가는 내적인 동인이 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생산 및 서비스 공정의 일부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동
하는 생산의 분업이 더욱 분화되면서 발전해가고 있음.

- 위탁가공은 초기에는 공장을 신규로 설립할 필요가 없어 중국이 북한 측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이 노동력과 자체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형태의 생산 분업이 발전. 대표적인 것이 의류,
수산물양식, 임가공 등임.
- 동북2성의 노동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문제는 북한 저임금노동자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므로 노동
집약적 제조업(수산물 가공ㆍ의류ㆍ신발 등) 분야에서 중국은 원자재 공급자 및 소비자로서, 북한은
위탁가공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
북한은 교역환경 악화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파견노동자사업과 북한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음.

- 관광산업은 인프라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에 적합한 외화벌이수
단이며, 중국 동북지역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이
해에도 부합

다. 무역 통계를 활용한 북ㆍ중 분업체계 실태 분석
세관별ㆍ무역형태별 중국해관 통계(2010~14년)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무역형태별
분석을 통해 위탁가공 및 보세무역 등 북ㆍ중 무역의 질적인 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며, 세관별 분석을
통해 랴오닝과 지린성 대북 교역의 특징과 비교우위품목을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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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계의 수출과 수입 분석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분업을 분석하였음(그림 3).

그림 3. 상품교역의 분업체계 분류

자료: 저자 작성.

생산의 분업은 2010년부터 북한의 위탁가공을 매개로 한 가공무역과 중국의 항만시설을 활용한 보세
무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음(수출을 통한 생산의 분업: 그림 4, 수입을 통한 생산의 분업: 그림
5 참고).

- 2010년 이후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이 북한의 수출역량 증가(같은 시기에
일반무역도 빠르게 늘어남)에 있는지, 아니면 2010년 남한의 대북 제재(5.24 조치)와 2012년 중국
의 성장둔화에 있는지는 불명확함. 중국은 2012년 이후 고도성장기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동
북2성에 노동력부족, 임금상승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북한 위탁가공과 해외파견노동자
활용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였음.
- 가공무역은 중국의 자본과 원자재, 북한의 노동력과 자연환경, 설비가 결합한 분업형태로 주요
위탁가공품목으로는 잣, 은행 등의 임가공품, 의류와 부속품, 연체동물 등임.
- 보세무역은 중국의 항만, 창고, 물류 네트워크와 북한의 상품수출이 결합한 분업형태로 2010년부
터 가파르게 늘고 있음. 보세무역은 북한이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5.24 제
재를 우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소비의 분업체계에서는 중국이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하는 형태
의 구성을 하고 있음. 중국은 무역거래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요구에 맞춰 투자, 상납,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북ㆍ중 간의 독점적 거래관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수출을 통한 소비의
분업: 그림 4, 수입을 통한 소비의 분업: 그림 5 참고).

- 북한의 대중 수입은 일반무역 외에 변경무역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변경무역은 접경지역 거주자
들이 면세혜택을 받으면서 거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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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중 수입 중 일반무역품목은 산업원자재 및 건설자재, 식품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변경소액무역품목은 곡류 및 생활용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북한의 대중 수출 중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모두 무연탄과 철광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림 4. 북한 대중 수출의 무역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TA, KOTRA(1999~2005년 자료); 손수윤(2007), ｢북중변경무역 향후 전망과 시사점｣, Global Business Report, pp. 28~29(2006년 자료); 윤승현
(2010),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4. 20), p. 38(2007~08년 자료); 중국해관 통계(2010~14년 자료).

그림 5. 북한 대중 수입의 무역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명목기준.
자료: KITA, KOTRA(1999~2005년 자료); 손수윤(2007), ｢북중변경무역 향후 전망과 시사점｣, Global Business Report, pp. 28~29(2006년 자료); 윤승현
(2010),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4. 20), p. 38(2007~08년 자료); 중국해관 통계(2010~14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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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롄(단둥 포함)세관은 북한 대중 수입의 70%, 대중 수출의 40%를 점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대중 수입이 소규모로 단둥을 통해 육로로 이루어지는 반면, 대중 수출은 대규모로 해상을 통해 중국
연안지역으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동북2성과 북한의 산업적 분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북한과
중국 다롄은 의류를 중심으로, 북한과 장춘은 임가공,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다롄의 RCA는 섬유 또는 원자재(의류가공용)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외에도 각종
비금속 제품과 산업용 원료, 자본재 등이 높게 나타남. 다롄에 대한 북한의 RCA는 완제품 의류에
서 높게 나타났음. 이를 정리하면 다롄이 북한에 의류 원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이 이를 가공한 뒤,
완제품 의류를 다롄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장춘의 RCA는 생활용품이나 의류 생산 시 사용되는 재료들, 생활용품, 식품 등에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장춘에 대한 북한의 RCA는 인삼과 채소, 과일 등의 특산품 및 식품류, 의류
에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정책 제언
북ㆍ중 경제협력 심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개혁ㆍ개방과 시장화 촉진, 경제난 해소를 통한 남북 경제격
차 축소가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은 중국의 북한 경제자원 선점, 남북 경제통합 저해가 있음.

한국의 대북정책은 다자협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시장화
를 촉진하고, 양자협력을 통해 남북 분업체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가. 북ㆍ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인 측면
북ㆍ중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의 확대는 북한 내 시장 활성화ㆍ제도 개선ㆍ외부사회 노출 확대로 이어지
면서 시장화와 개혁ㆍ개방을 촉진

- 2002년 7ㆍ1조치로 장마당 내 소비재 거래가 허용되었고, 2015년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재산몰수 금지, 토지이용권 거래 허용이 법제화되었음. 북한이 점진적으로 시장화를 수용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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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상으로도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2014년 경제개발특구 창설 및 확대,
2015년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토지임대법, 대외민사관계법, 외국인투자은행법 등 일
련의 법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북ㆍ중 분업체계의 심화는 경제난 해소, 경제성장을 통해 남북의 경제격차를 축소시키고 있음.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대중 수입품은 북한의 경제난과 재화부족 해소에 기여.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중국의 대북 투자와 2012년에 시작된 북한 노동자의 대중 취업 허용은 외화벌이
와 소득 향상에 기여.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성장과 남북 경제격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나. 북ㆍ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인 측면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 한국의 대북영향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주변국 중 북한과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
-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게 될 경우, 중국의 북한경제자원(지하자원
및 인프라 개발, 상품유통, 운수산업) 선점이 가속화되어 한국의 대북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함.
북한의 접경지역이 동북2성 산업들의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성장하면서 동북지역 산업구조의 한 축
을 담당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면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더욱 축소될 것임.

- 북ㆍ중 분업체계를 통해 북한 북부지역이 중국 동북지역의 배후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조달문제만 해결된다면, 중국 동북지역의 오염유발산업(섬유염색, 피혁, 보석가공)
이 북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 지린성은 해상항구 확보를 위해 북한 나진항과의 연계가 절실하여 나진항과 중국 훈춘의 도로
확충과 철도를 연계하고, 나진항 인근 조ㆍ중공동관리구역을 설치하여 위탁가공구 확충을 시도

다. 북ㆍ중 분업체계 활용을 위한 정책목표
한국은 북ㆍ중 경제협력관계 심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북한과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그림 6).

- 북한의 주요 협력파트너가 되어 북한의 남부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한편, 다자협력의 틀에서 북한
북부지역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
해야 함.
- 더불어 북ㆍ중 경제협력 심화의 긍정적인 요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 수립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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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북ㆍ중 분업체계 활용의 정책적 목표

자료: 저자 작성.

라. 다자협력방안에 대한 제언
북ㆍ중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활용하여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을 추진

- 중국 동북2성은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고, 이 지역은 북한 노동력의 활용이 가
능하므로, 남ㆍ북ㆍ중 협력은 중국 동북2성의 토지와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
한 형태가 적합
남ㆍ북ㆍ중 IT 산업협력방안으로 지린성 훈춘의 국제공업지구에 한류를 활용한 애니메이션ㆍ게임 분
야의 IT 산업협력을 시도할 수 있음.

- 지린성 훈춘에 한ㆍ중이 IT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북한인력을 활용하여 IT 산업 중 노동집약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 IT 분야는 초기 투자비용이 30만 달러 내외로 저렴하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추진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나진항 개발사업 참여도 고려할 수 있음.

- 나선시는 북ㆍ중 분업체계가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나선경제지대 조ㆍ중공동개발구역이 획정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성과는 미흡한 실정
- 이에 한국은 최근 시작된 훈춘-나진-상하이 컨테이너 화물운수 정기노선에 참여하여 나진항 개발
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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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춘 → 나진 → 상하이 노선은 원자재 화물 운송은 원활한 반면, 상하이 → 나진 → 훈춘 노선은 화
물이 부족하여 경제성이 낮은 상황임.
- 한ㆍ중 물동량의 일부를 상하이 → 부산 → 나진 → 훈춘으로 바꾸고 한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기존의 상하이 → 나진 → 훈춘 노선의 경제성 부족문제 해결과 부산항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음.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사업으로 중국 단둥의 북ㆍ중 호시무역구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호시무역구는 중국 랴오닝성의 성 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북ㆍ중 무역
의 활성화보다는 중국의 대북 수출 활성화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
이 있음.
- 호시무역구 추진동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가 미진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기업이 호시무역
구에 진출한다면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대북 경제협력의 접점을 넓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호시무역구 진출은 한국산 물품의 대북 및 대중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북한이 남 → 중 →
북의 우회무역을 통해 소비하고 있는 한국산 물품과 최근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화장
품, 유아용품 등의 중국 판매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남ㆍ북ㆍ중ㆍ러 다자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북한에 GTI 재가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GTI는 2016년에 국제기구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GTI 재가입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라
는 상징성을 가질 것임.
- 재가입은 불가능하더라도 GTI의 하위 협의체인 연구기관 협의회, 농업분과를 참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마. 남북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다자협력과 함께 남북 양자협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양자협력의 우호관계를 지렛대 삼아 다자협력
을 통한 동북아 개발의 주도권을 강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남북 통화 교환비율 제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함.

- 남북 통화 교환비율을 제정한 뒤, 한정된 지역(개성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통화 교환을 허용하여,
통일 후 전면적인 통화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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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 제재 해제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도 필요

- 일본이 한국보다 빠르게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한다면, 남북 분업체계의 규모는 북ㆍ일, 북ㆍ중에
비해 작아질 가능성이 있음. 한국과 일본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비교하고 향후 대북 제재의 변화
가 남북 분업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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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과거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제시스템이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시도

-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의 4%대를 거쳐 1990년대에는 1.5%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는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의 이면에서 진행된 저출산ㆍ고령화, 기업들의 과다채무문제와 기대성
장률 저하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급감, 여기에 이노베이션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정체가 겹쳐진
결과임.
- 일본정부가 추구하는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직된 시장구조에 경쟁요소를 도입
하고, 생산성이 높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노동력과 자본을 이동시키는 구조개혁의 한 방편임.
-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외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급ㆍ확산시키고, 그간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효율적이지 못하였던 농업, 의료 등의 산업을 민간이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
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현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통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정부가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실시하는 일반적 규제개혁과 국가전략특
구라는 특정지역에만 규제특례조치를 적용하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국가전략특구제도),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에 규제특례조치를 부여하는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그레이존 해소 제
도와 기업실증특례 제도)이라는 세 가지 틀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규제개
혁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법론과 사례를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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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전개과정
1) 2000년대 이후 사회적 규제의 개혁 필요성 대두: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대체
사회적 규제는 많은 경우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규제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진입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약화시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도 한계
가 분명

- 운송분야의 항공기, 트럭, 버스, 트럭 등 교통수단에 대한 공급 규제와 교육 분야의 수도권 대학
신설 금지 및 대학 설치기준, 의료분야의 병상 규제, 농업분야의 쌀 생산량조정정책, 사법분야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 제한은 대표적인 사례
-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논리는 정부개입이 갖고 있는 재량적 규제(arbitrary regulation)를 사업자간
공정경쟁(equal footing)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 내지는 규칙형 규제(rule-based regulation)로 전
환하는 것에 기반을 둠.

2)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개혁 강조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노동 등 이른
바‘관제시장(官製市場)’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표 1 참고).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 영리화, 혼합진료 허용,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복지분야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원화, 기업의 요양원 경영 허용, 교육분야에서는 기업의 학교 경영참여 허
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업무의 대상 확대, 직업소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방 확대,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및 취득 허용이 중점 규제개혁사항이었음.

3)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틀: 일반적 규제개혁,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기업단위의 규제개혁(표
2 참고).
아베 내각이 규제개혁의 효력범위를 전국ㆍ전 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국
가전략특구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합의지연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음.

-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
럼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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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베 내각의 일반적 규제개혁
2012년 말 출범한 현 아베 내각은 2013년 10월의 임시국회를 성장전략실행국회로 명명한 다음 성장
전략 관련 9개의 법률ㆍ개정안을 국회에 제출ㆍ입법화하였고, 선순환실현국회로 명명한 2014년 1월
의 정기국회에서는 30개, 지방창생국회로 명명한 2014년 9월의 임시국회에서는 5개, 개혁단행국회로
명명한 2015년 1월의 정기국회에서는 15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함.

- 현 아베 내각이 3년여에 걸쳐 무려 59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을 성사시킨 셈인데, 이 중 직접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16개 정도로 파악됨(표 3 참고).

1) 의료분야
1990년대 이후 의료분야의 규제개혁 의제는 혼합진료, 병상 규제, 의료 영리화, 원격의료, 일반의약품
의 일반소매점 및 인터넷 판매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혼합진료 규제] 일본정부는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진료는 효과가 불확실한데 의료기관
의 권유에 의해 환자가 지나치게 비싼 진료비를 부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규제 완화에
반대입장
◦ 그러나 2013년 8월 현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회의는 혼합진료 허용을 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거론
◦ 2015년 5월에는 환자신청요양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의 신청을 전제로 국내 미승인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혼합진료를 허용

- [병상 규제] 병상의 지역적 편재를 시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되었으나,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한편 기존 의료기관의
이윤을 보장하고 비효율적 의료기관을 존치시키는 수단으로 전락
◦ 2013년 11월 규제개혁회의가 인근 병원과의 통합 시 병상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의제로 채
택하여 2015년 제189회 정기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2015년 9월 말 현재 국회 계류
상태

- [의료영리화] 과잉공급상태에 달한 병원의 통폐합이나 M&A, 자본협력 관점에서 의료법인의 주식
회사화는 효율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영리화 주장 대두
◦ 2015년 9월 16일, 복수의 병원이나 진료소, 간병시설을 통합경영하는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 설립을 허
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지주회사 법인 설립에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참여
를 금지

- [원격의료] 의료자원(의사/병상)의 효율적 활용과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보 관점에서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제개혁은 주요 의제
◦ 아베 내각은 2015년 6월 제3차 규제개혁 실시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보급 추진을 명시하였지만, 2015년
9월 말 현재 법제화 움직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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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원격의료 보급이 미진한 이유로는 첫째, 의사 진료행위에 대해 원칙상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요하는 의사법 제20조 규정, 둘째, 진료보수 산정 시, 재진요금 72점(720엔)만 산정할 뿐 원격의료의
도입ㆍ관리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원격의료의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일반의약품의 일반소매점 및 인터넷 판매] 2006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드
러그스토어에서도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2013년 11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는 1만 개 이상의 일반용 의약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허용

2) 고용분야
고용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주요 이슈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 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제,
파견노동 규제, 근로시간 규제개혁,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임.

- [정규직에 대한 해고 규제 완화] 2003년 3월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그간 관례화되었던 판례법상
해고권남용법리를 조문화하여 해고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
◦ 아베 내각은 사법부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고 퇴직
하는 부당해고의 금전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전은 없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제] 일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강화는 2007년 제정된 노동계약
법을 2008년 말에 개정하면서부터 시작
◦ 2012년 8월의 개정 노동계약법 역시 기업은 누적 5년을 초과하는 유기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노동자의
요구가 있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 다만 2013년 6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은 사원의 임금과 고용 보장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무 지역과
시간, 직무는 비정규직처럼 제한적인 한정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대안으로 제시

- [파견노동 규제] 노동자파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파견이 가능한 직종과 파견기간을 확
대ㆍ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노동자파견법은 첫째, 파견기간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를 ‘전문 26개 업무’에서
파견회사의 무기계약사원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파견회사와 파견기업 쌍방에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간
균등대우를 요구하고 있고,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파견회사가 고용안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
무화. 셋째, 노동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용고용자만을 파견대상으로 하는 신고
제의 특정파견사업과 임시ㆍ일당제 노동자 또는 등록형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하는 허가제 일반파견사
업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허가제의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통일함.

- [근로시간 규제] 탄력근무제 청산기간의 연장, 재량노동제 확대, White Collar Exemption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
-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확충하고, 제조업ㆍ간병ㆍ가사도우미 세 분
야에서 외국인의 일본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노동력 수용과 관련한 규제개혁
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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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분야
농업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주요 이슈는 사실상의 가격 카르텔인 쌀 생산량 조정 정책(減反政策) 폐지,
기업의 농업 진입 허용, 농협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쌀 생산량 조정정책] 2013년 11월 아베 내각은 농가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시행 중인 쌀 생산량
조정정책과 민주당 내각이 2010년부터 시행한 호별소득보상 제도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하되, 전작(轉作)보조금은 확대하겠다고 발표
- [기업의 농업 진입 허용] 2009년 농지법 개정에서도 기업의 직접적 농지 소유는 여전히 금지
◦ 다만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임차를 허용함과 동시에 기업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농업
생산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함.

- [농협 개혁]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회의에서는 2013년 9월 농업위원회, 농업생산법인, 농협 등 세
가지를 중점 규제개혁 과제로 설정하였는데, 농협 개혁의 경우 전국농협중앙회(JA全中)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성공
◦ 2015년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협법은 전국농업협동조합(JA全中)이 지금까지 독점한 농협에 대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권을 폐지하고, 농협의 상위단체라는 농협법상의 위치를 삭제하여 지도ㆍ감독 권한
도 폐지하고,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농협에 대한 부과금 징수 권한도 폐지

다. 아베 내각의 지역단위 규제개혁
1) 구상과 추진체계
국가전략특구제도는 기득권 혹은 개혁저항세력의 반발로 일반적 규제개혁이 지연되는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시행하고, 성과가 가시화되면 이를 전국
으로 확대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

- 국가전략특구의 추진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는 2013년 12월 국가전략특구법 시행
과 함께 내각부 내에 설치한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와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내에 설치하는 국가
전략특구 회의(또는 구역회의)임.

2) 규제특례조치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특구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조치는 2013년 12월 제정된 다음 2015년
7월 개정된 국가전략특구법에 명시됨(표 4 참고).

- 2013년 말 제정된 국가전략특구법에는 여관업법 특례, 의료법 특례, 건축기준법 특례, 도로법 특
례, 농지법 특례, 토지구획정리법 특례, 도시재개발법 특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특례 등 8개 법률
에 대한 특례조치만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 7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가전략특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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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차 특구로 지정한 3곳(후술)의 규제특례사항을 주로 망라

3) 성과
2015년 9월 말 현재 국가전략특구는 1차 특구 6곳과 2차 특구 3곳인데, ① 도쿄권: 국제비즈니스
거점 형성 ② 간사이권: 국제의료 이노베이션 거점 형성 ③ 니가티시: 혁신적 농업실천특구 ④ 야부
시: 중산간농업개혁특구 ⑤ 후쿠오카시: 글로벌 창업ㆍ고용창출특구 ⑥ 오키나와: 관광특구를 각각
표방

- 2차 특구는 ① 센보쿠시: 농림ㆍ의료 분야 활성화 ② 센다이시: 여성ㆍ청년ㆍ노년층의 사회 참여
활성화 ③ 아이치현: 성장산업ㆍ첨단기술의 중핵거점 형성을 각각 표방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이하여 도쿄권, 간사이권, 니가타시 및 야부시 등 4개의 특
구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양

- [도쿄권] 국가전략특구법 제25조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 특례에 따라 도시재개발 승인에 관한 절
차를 간소화한 결과, 미쓰이부동산(三井不動産)과 도쿄건물(東京建物)이 약 6,000억 엔을 투자하
여 도쿄역 야에스(八重洲) 출구에 지상 50층 규모의 건물 2동을 2015년 2월 착공하는 등 도시재
개발분야에서 성과
- [간사이권] 병상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고베 Eye-Center와 같은 첨단 의료시설을 신설하거나 혈액
을 사용하여 iPS 세포로부터 시험용 세포 등을 제조하는 사업(주식회사 iPS 포탈)을 허가하고,
iPS 세포 개발사업에 대해 과세특례(예, 메가카리온(주)의 iPS 세포 유래의 혈소판 제조ㆍ공급 사
업)를 적용하는 등 의료분야에서 성과
◦ 간사이권 국가전략특구는 야마나카(山中伸弥) 교수의 iPS 세포 개발(2012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로 유
명한 교토대학이 소재한 지역이자, 2011년 말 종합특구법에 의해 고베 의료산업도시 지구가 국제전략종
합특구로 지정된 이후 의료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 [니가타시와 야부시] 농업생산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한 규제특례조치와 농지 매매 허가권을 농업
위원회에서 시(市)로 이전하도록 규정한 규제특례조치를 활용
◦ 구보타(クボタ), 얀마(Yanmar), 스미토모 게미칼(住友ケミカル), 오릭스(Orix), 가고메(Kagome), 이온
(Aeon), 로손(Lawson), 이토요카도(Itoyokado) 등 일본의 주요 농기계 제조ㆍ유통 업체들이 국가전략특
구에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여 농업 경영에 참여

라. 아베 내각의 기업단위 규제개혁
1) 개념 및 추진체계
그레이존 해소 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업이 계획하는 신사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대상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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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주거나 규제대상일 경우에는 기업이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전제하에 규제특례조치를 인정하는
제도임.

- 그레이존 해소 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같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국가전략특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규제개혁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경제ㆍ사회적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개혁속
도가 더딘 일반적 규제개혁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의가 있음.
- 기업실증특례제도의 경우 규제특례조치를 담은 별도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으
로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

2) 성과
2014년 1월 시행 이후 4분기마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의 이용실적은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34건으로 비교적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기업
실증특례제도상의 규제특례조치는 10건이고 이 중 신사업활동계획의 승인을 거쳐 실제 사업이 진행되
고 있는 것은 3건에 불과

-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성과가 미진한 것은 현 제도상 신사업 혹은 신기술을 개발한 first-runner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임.
- 성과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바(Toshiba)와 가스용기 검사 중소기업 3개 업체가 반도체 제조
에 사용하는 초고순도 가스용기의 재검사에 비파괴검사방법인 초음파 검사 등을 도입할 수 있도
록 규제특례조치를 요청ㆍ허용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ㆍ운송ㆍ의료ㆍ건강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모든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의의는 무시할 수 없음.

3. 정책 제언
가. 규제개혁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정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
어, 과제추진중복과 업무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

-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본의 규제개혁회의와 마찬가지로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권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이 변화한다는 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ㆍ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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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
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는 참고할 가치가
충분

나. 아베 내각이 일반적 규제개혁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거울삼아 우
리 정부도 규제개혁 관련 입법화와 의견수렴에 역점을 둘 필요
아베 내각은 의료, 고용, 농업 등 3개 분야의 규제개혁에서 다소 획기적인 성과를 거둠.

-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 재생의료제품에 대한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
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고급 외국인력의 수용 확대, 노동자파견사업의 활성화, 농업위원회ㆍ농업
생산법인ㆍ농협 개혁 등이 좋은 예임.
- 나아가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인 국가전략특구법과 기업단위의 규제제
혁을 규정한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제정한 점도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틀의 관점에서 의의가 큼.

반면 우리 정부는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분야를 중점 규제개혁분야
로 선정하였으나, 2015년 10월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한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법안 등 8건(관광 4건, 금융 3건, 소프트웨어 1건)에 불과

- 국제회의(MICE)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완화, 크루즈산업 육
성과 관련한 선상 카지노 허가 및 외국인 승무원 사증 발급 관련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에 그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제 완화로 과연 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
지 의문스러움.
-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원격의
료,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법안들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중요 법안임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더욱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다. 우리나라의 현행 특구제도를 재정비하고, 특히 아베 내각의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를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관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
국가전략특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는 각 지역의 산업특성 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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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아베 내각의 국가전략특구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총리(내각부) 직속의 심의기구
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점, 둘째,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일괄법(一括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셋
째, 일괄법 방식임에도 실제로는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에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는 점, 넷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함으로
써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특히 국가전략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정을 거의 다 내각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밀실거래나
노골적인 저항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에 유의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운용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거버넌스 구조)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
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특구는 각 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
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있으나, 각
특구가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관리ㆍ운영됨에 따라 특구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기능이
미흡
- 이에 따라 특구간 기능이 차별적이지 않고 과잉지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여기에는 지
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측면도 있음.
-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58개 유관 법률에서 129건의 규제특례를 도입하
였으나, 향토자원진흥ㆍ유통물류 분야가 61건으로 전체 166건의 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 획기적인 규제개혁보다는 특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일반적 규
제 완화에 치중하고 있음. 이는 지역특구 및 규제특례의 설정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원천적인
한계에서 비롯됨.
-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특구를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라. 기업단위의 규제특례조치는 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의 재편
이 필요
우리 정부도 아베 내각의 기업단위 규제개혁(기업실증특례제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지
만, 실적이 그다지 양호한 편은 아니어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

192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 일본에서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성과가 미진한 것은 현 제도상 신사업 혹은 신기술을 개발한
first-runner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역으로 기업실
증특례제도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
유의
- 결국 first-runner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일본의 현행 제도처럼 기업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규제개혁제도 자체는 일본과 비교해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으나, 산업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는 관련 법률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인증 2건, 처리 2건/허가 0건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음.

- 현행 제도의 활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
서 추진 중인 산업융합지수ㆍ통계 개발 등 산업융합정보시스템(인프라)의 구축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업융합발전 실행계획(안)에서는 수많은 정책과제와 이에 대한 예산투입실적은 알 수 있
으나, 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
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신
사업활동’의 정의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 이외에도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생산ㆍ판매ㆍ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 산업융합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
고, 규제 개선요구채널의 부재도 문제점임을 감안하여,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적합성인증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적합성인증
제도에 따르면, 최초 융합 신제품 제조ㆍ판매자가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적합성인
증협의회의 기준 마련 및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심사)와 소관 행정기관의 고시(인증)까지 6개월
이 소요됨. 그러나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신사업에 관련된 기업이 규제특례조치를 요청하
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 및 규제 소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특례조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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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이즈미 내각의 중점 규제개혁사항
분야

12개 중점 규제개혁사항

경제적/사회적 규제 구분

기업의 의료기관 경영 허용(의료영리화)

사회적 규제

의료

복지

혼합진료 허용

〃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 허용1)

〃

보육소(어린이집)ㆍ유치원의 일원화2)

〃

기업의 요양원(특별양호노인홈) 경영 허용

〃

기업ㆍNPO 등의 학교 경영 참여 허용

〃

교육
고용

대학ㆍ학부ㆍ학과의 설치 등 자유화

〃

노동자파견업무의 대상 확대(의사ㆍ간호사)3)

경제적 규제

직업소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방 촉진4)

사회적 규제

기업의 농지 취득 허용

경제적 규제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5)

〃

고층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사회적 규제

농업
도시 재개발

주: 1) 2006년 약사법 개정으로 실현(단 2009년부터 시행)됨.
2)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을 두었던 개혁사항은 시설의 공용화, 보육소(어린이집)와 유치원 선생님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양성과정 확충임.
3) 일본의 노동자파견법(시행령 포함)은 항공운송업무, 건설업무, 경비업무, 병원ㆍ진료소 등 의료 관련 업무, 변호사 등 소위‘사(士)’업무 등 5개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4) 일본 직업안정법(1947년 제정)은 제정 당시 민간사업자의 직업소개사업 진입을 금지하였으나 1999년부터 취급직종을 자유화함. 고이즈미 내각 당시
최대 논점은 무료직업소개네트워크(할로워크)의 민간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개방(시장테스트) 여부였으나 도쿄도가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감.
5)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실현됨.
자료: 総合規制改革会議, ｢規制改革の推進に関する第3次答申｣(2003. 12. 22).

표 2.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틀
일반적 규제개혁

기업실증특례ㆍ
그레이존 해소 제도

대상범주

전국

특정지역

특정기업

- 국가전략특구법 제정(2013년 12
월)
- 2014년 4월 1차로 6곳 지정: 도쿄
권, 간사이권, 니가타시, 야부시, 후
쿠오카시, 오키나와현
- 2015년 3월 2차로 3곳 추가: 센보
쿠시, 센다이시, 아이치현

- 산업경쟁력강화법(2013년 12월 제
정)에 근거 조항 마련
- 2015년 9월 말 현재, 기업실증특례제
도 10건 승인, 그레이존 해소 제도
34건 조회결과 통지

추진현황

- 규제개혁회의(총리 직속 심의ㆍ자
문 기구) 설치(2013년 1월)
- 규제개혁 실시계획 각의결정
(2013년 6월)
- 2015년 9월 말 현재, 일반용 의약
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 재생의료
제품에 대한 승인제도 개선, 혼합
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고급 외국인력의 수용
확대, 노동자파견사업의 활성화,
농업위원회ㆍ농업생산법인ㆍ농
협 개혁 등의 성과 거둠.
- 고용ㆍ인력, 의료ㆍ보건, 에너지
ㆍ환경, 농업, 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점추진
-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이
해상반문제 등으로 시행속도가 느
림.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한 다음,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
로 확대
- 정부가 규제개혁 패키지를 준비하
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한다는 점에서‘top-down’
방식

-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ㆍ시행규칙
에 특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
- 기업의 신사업ㆍ신기술 도입을 정부
가 적극 지원

특징

194

국가전략특구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표 3.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법제화 성과
분야

법률명
약사법 및 약제사법의 일부를 개정하
는 법률(2013년 11월)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
률(2013년 11월)

건강ㆍ의료

약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3년 11월)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부를 개정
하는 법률(2015년 5월)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
9월)

규제개혁 내용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전면 허용: 품목 수 기준으로 26.2%→99.8%.
의료기관의 재생의료를 국가인정위원회가 심사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국가에 신고
의무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의 배양ㆍ가공을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
재생의료제품의 조건ㆍ기한부 승인제도 도입
혼합진료 확대: 환자의 신청을 전제로 국내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을 공적보험
대상으로 인정하는‘환자신청요양제도’도입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 단시간 노동자의 차별대우 금지 대상자를 확대
년 4월)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를
고용

개정하는 법률(2014년 6월)

고급 외국인 인재에 특화한 재류기간 무기한의 새로운 재류자격 도입

여성의 직업생활 활약 추진에 관한 법 종업원 301명 이상의 기업에, 여성비율, 근속연수의 남녀차이, 노동시간 상황,
률(2015년 6월)

관리직의 여성비율을 파악하고, 수치목표를 담은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 모든 노동자 파견사업을 허가제로 하고,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areer up 및 고용승계를 추진

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2015년 6월) - 파견노동자를 수용하는 사업소별 파견기간 제한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농지 이용의 집약화를 수행하는 농지중간관리기구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
(2013년 12월)

록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전국농협중앙회(JA全中의)의 권한 축소: 농협에 대한 감
사권한 폐지 및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

농업

농업협동조합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 8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농업위원의 선출방식을 선출제에서 기초단체장
선임제로 전환.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 신설
농지법 개정: 농업생산법인요건(기업의 농업생산법인 출자상한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 임원의 농업종사요건) 개정. 농업생산법인을 농지소유적격법인
으로 개명.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 전력시스템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전기의 소매업 진입 전면자유화를 실시하는
에너지
ㆍ
환경

률(2013년 11월)

데 필요한 조치를 정함.
전력 소매시장의 전면자유화(2016년 4월 목표), 송배전부문을 법적으로 분리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 (2020년 4월)
의 법률(2015년 5월)

가스 3대 업체의 도관부문을 법적으로 분리(2022년 4월)
열공급사업의 자유화(2016년 목표)

국가전략특구법(2013년 12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법 및 구조개혁특구법 일
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 7월)
산업경쟁력 강화법(2013년 12월)

국가전략특구에서의 규제개혁사항 결정
국가전략특구에서의 규제개혁사항 추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 지역한정보육
사제도 도입, 공립학교 운영의 민간개방, 개업 one-stop center 설치, 도심공원
내 어린이집 등 설치 허용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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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전략특구법상 규제특례조치
분야

특례조치

근거조항

국제의료거점에서의 외국의사의 진료, 외국간호사의 업무
법 제26조: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한 규제에 대한 특례조치
에 관한 규제개혁
병상규제 특례에 의한 병상 신설ㆍ증설 허용

법 제14조: 병상규제에 관한 의료법 특례

혼합진료의 확대

법 제26조: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한 규제에 대한 특례조치
1)*

법 제24조 2항: 의료법 특례

의료법인의 이사장 요건 완화

2)*

의료ㆍ보육

지역한정보육사 제도의 창설

법 제12조 4항: 아동복지법 특례

외국의사에 대한 임상수련제도 확충*

법 제12조 2항: 외국의사가 실시하는 임상수련 등에 관한 의사법
제17조 등에 대한 특례

지역한정보육사 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3)*

법 제12조 4항: 아동복지법 특례

iPS 세포로 제조하는 시험용 세포 등에 대한 혈액사용의 법 제20조 3항: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허가*
특례
도심공원 내 보육소 설치 허가4)*

법 제20조 2항: 도시공원법 특례

고용조건의 명확화

5)*

-

창업절차의 간소화: one-stop center 설치

6)*

법 제12조 2항: 공증인법 특례

one-stop center에서 공증인의 정관인증 허가
7)*

법 제24조 4항: 특정 비영리활동촉진법 특례

고용ㆍ창업 NPO 법인의 설립절차 신속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활용*

법 제16조 3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특례

창업인재 등 다양한 외국인의 수용 촉진*

법 제16조 4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특례
8)*

법 제19조 2항: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특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인력이동의 유연화
9)

법 제26조: 시행령ㆍ시행규칙의 특례 적용을 통한 특정사업의 허용

신용보증 대상 확대

10)

〃

농업용지 구역내 농가레스토랑의 설치 허가
농업위원회와 기초단체의 사무분담 특례

법 제19조:농업위원회와 기초단체의 사무분담 특례

농업ㆍ어업 농업생산법인의 요건 완화

법 제18조:농업생산법인의 설립요건 완화
11)*

교육

국유임야의 민간 임대ㆍ사용 확대

법 제16조 2항: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의 특례

농업 종사 고령자의 취업시간에 관한 규제 완화12)*

법 제24조 2항: 고령자 고용 안정에 관한 법률의 특례

어업생산조합의 설립요건 완화13)*

법 제14조 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특례
14)*

법 제12조 3항: 학교교육법 등 특례

공립학교 운영의 민간 개방(공설민영학교 설치)
15)

용적률ㆍ용도 등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법 제20조: 토지구획정리법 특례
16)

도시재개발 Area Management의 민간개방(도로 점용기준의 완화)
17)

법 제13조: 여관업법 특례

체제시설의 여관업법 적용 배제
기타

법 제17조: 도로법 특례

18)

역사적 건축물에 관한 여관업법 시행규칙 특례

법 제13조: 여관업법 특례

주: * 표시항목은 2015년 7월 법 개정 시 추가된 규제특례 조치로서 제2차 특구로 지정된 곳을 주 타깃으로 하는 규제특례조치 사항임.
1) 의료법인의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특구에서 법령에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단체장이 의사가 아닌 자도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2) 보육교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단체가 보육교사 시험을 연간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2회째 시험 합격자에게는 3년 정도 해당 광역단체
내에서만 보육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역한정보육사’(가칭)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다른 광역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보육사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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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단체장이 2회째 보육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령시(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보육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심공원의 관리자가 점용 허가를 부여.
5) 외국인을 포함한 창업ㆍ개업 촉진을 위해 등기, 세무, 연금, 공증인에 의한 정관인증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신청절차를 한곳에 집중
6) 현행 규제상 공증인은 법무국 소관 공증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공증인의 정관 인증에 대해서는 국가전략특구 내의 one-stop center에서도
허용
7) NPO 법인의 설립 촉진을 위해 설립 인증절차상 신청서류의 종람기간을 2개월에서 대폭 단축한다는 것임.
8) 대기업이나 정부ㆍ지자체에 근무하는 인재가 start-up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일정 기간 내에 복귀하는 경우 퇴직수당 산정 시 배려.
또한 특구 내에‘인재유동화센터’(가칭)을 설치.
9) 광역단체의 일정한 부담을 전제로 신용보증협회가 상ㆍ공업을 겸하는 농업종사자에게도 신용보증을 제공
10) 농업종사자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그것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제공하는 농가레스토랑을 농업용지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11) 현행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임야를 임대할 수 있는 자를 소재 기초단체 주민에 한정하고 대상면적도 5ha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임대ㆍ사용에 관한 대상자ㆍ대상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임.
12) 실버인재센터1)에 대해 주 20시간을 한도로 하는‘간이업무 관련 취업’에 추가하여, 주 40시간의 취업에 대해서도 파견노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13) 어업종사자의 법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어업생산조합의 설립요건 완화
14) 교육위원회의 일정한 관여를 전제로, 민간에 공립학교 운영을 개방한다는 것임.
15) 정부가 도시계획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되 도시계획 결정은 특구에 설치하는 통합추진본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
16) 도시에서의 국제적 이벤트 개최나 다국어 간판, 오픈카페 설치 등 도로공간의 효과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관리자가 도로 점용을 허가하도록
기준을 완화
17) 외국인의 체제 수요증가에 맞춰 임대차형 체제시설에 대해, 30일 미만의 이용이더라도 이용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관업법 적용을 배제
18)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관업법상의 시설기준 적용을 일부 배제. 예를 들어 비디오카메라나 24시간
연락창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프런트 시설 없이도 여관업이 가능하도록 함.
자료: 国家戦略特別区域諮問会議, ｢国家戦略特区における追加の規制改革事項等について｣(2014년 10월 10일) 및 ｢国家戦略特区における追加の規制改革事項等
について｣(2015년 3월 19일), ｢国家戦略特別区域法｣(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7호. 개정: 2015년 7월 15일).

1)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마다 하나씩 설치한 고령자의 자율적 단체로서 임시적ㆍ단기적 또는 간이 업
무를 위임ㆍ청부 형태로 수행하는 공익법인이다.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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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경제의 고성장과 낙
관적 전망이 확대되고 있음.

- 인도는 2015년 1, 2분기 각각 7.5%와 7.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연속 7.0%를 기록
한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
- IMF 등 주요전망기관들은 2015년 인도경제가 7.5~8%, 2016년에는 좀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
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한편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가 친기업ㆍ고성장 정책인 모디노믹스를 적극 전개하는 가운데 일
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인도정부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중심으로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대규
모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일본과 중국은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국의 전용공단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최근 인도경제의 부상과 주요국과의 협력이 점차 심화,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
라의 대인도 경제협력 역시 새롭게 수립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보고서는 모디노믹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전망과 함께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을
분석하여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인도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찾고
제조업과 인프라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와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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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모디노믹스 특징과 핵심정책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모디노믹스 추진
모디 총리는 인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구자라트 경제발전 모델을 적용한 친기
업ㆍ고성장 정책인 모디노믹스를 추진함.

- 모디노믹스는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라
는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최대
화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이 있음.

그림 1. 모디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모디노믹스의 목표

모디 정부 국정운영 철학
‘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ce’

10대 국정과제
·정부 신뢰구축
·창의적 의사결정
·보건, 교육, 수자원 개선
·정부 투명성 강화
·부처간 협력 강화
·국민의정부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 개혁
·정책 시행의 시의성 확보
·정책의 안정성 확보

모디노믹스의 목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실현

구자라트
경제발전 모델 적용

자료: 언론자료 및 인도 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모디노믹스는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선순환적인 고성장 메커니즘을 추구하고 있으며,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 거시경제 안정화, 효율적이고 신뢰적인 거버넌스 구축,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철폐,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기업경영에 영
향을 미치는 토지법, 노동법, 통합간접세 등 주요 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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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 재정적자 완화, 경상적자 완화 정책을 추진, 성과를 거두
었으며, 또한 국가개조기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친시장ㆍ친기업적인 경제정책 추진하는 데 중점
을 둠.
- 이 밖에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확대에 필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림 2. 모디노믹스 선순환 고성장 메커니즘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

투자활성화를 위하 정책 과제

투자

·투자 환경 개선: 규제 완화 및 철폐
·거시경제 안정화
·효율적, 신뢰적 거버넌스 구축
·대외 경제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실현
소비

고용
구자라트
경제발전 모델 기반

자료: 각종 언론보도 자료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중점
모디노믹스는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 확대를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Make in
India’라는 캠페인과 100개 스마트시티(Smart City)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바탕으로 25개 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한
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12~13% 제조업 성장률 달성하고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 인도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 각종 승인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산업 허가제 개선, 제조업투자지역 개발 등을 실시함.
◦ 또한 지속가능한 제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Make in India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Digital India, Skill India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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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Make in India’비전 및 목표
▪ 연간 12~14% 제조업 성장률 달성
▪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현 16%에서 25%까지 확대
▪ 2022년까지 제조업 부문 일자리 1억 개 창출
▪ 포괄적 성장을 위한 도심 빈곤자 및 농촌 이주자들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
▪ 제조업 부문 기술발전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제조업 부문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자료: http://www.makeinindia.com(검색일: 2015. 8. 5).

- 한편 모디 정부는 인프라 개발 확대를 위해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을 계획, 특히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등 기존 대규모 산업회랑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단순 ICT 기능이 보완된 도시가 아닌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보건, ICT 기능이 통합된
스마트시티 개발을 통해 인도의 인프라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전략임.
◦ 인도정부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5년간 약 4,800억 루피(약 72.7억 달러), 도시당 연간 평균 약
10억 루의(약 1,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밖에 주정부와 지방자체단체(local municipal
bodies) 역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할 계획임.
◦ 현재 스마트시티 개발은 기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지역에서 추진되던 스마트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상태이며, 향후 스마트시티 역시 기타 산업회랑 프로젝트 지역과 연계되어 추
진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 개요
구분
정의

주요내용
-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가 통합된 도시
o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보건, ICT, 교통 등

목적/비전

- 핵심 인프라개발을 통한 도시민 삶의 질 향상
-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제공
- 경제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

개발목표

-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o 1차적으로 20개 도시 우선 추진, 이후 40개씩 단계별 추진

사업 기간

- 2015/16~2019/20년

투자 규모

- 5년간 총 4,800억 루피(약 72.7억 달러)를 중앙정부가 도시별로 연평균 10억 루피(약 1,500만 달러)를
지원

개발 전략

- 도시 개선, 도시 재개발, 도시 확장(신도시 개발), Pan-City

주요프로젝트

- 산업인프라, 거주 및 상업, 교육시설, 교통, 환경, IT 솔루션, 보건, 보안 등

자료: Mission statement and Guidelines(2015),“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of India,”참고하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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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디노믹스의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한계와 과제
주정부와의 협력 및 정치적 안정성 확보 필요

- 중앙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추진은 주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인도의 특
성상 정치적 성향이 다른 주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토지법 개정, 노동법 개정, 통합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해 안정적
인 상원의석 확보가 중요한데, 현 여당의 경우 상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 추
진력이 약화된 상황임.
정책의 구체화 및 효과적인 전략 제시가 필요

-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개발계획, 관련정책, 이니셔티브 등이 조속히 발표,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동시다발적인 정책 추진이 오히려 정책의 구체성과, 추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존재
- 정책의 양적 확대보다는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을 보다 구체화하
고 관련 전략 및 인센티브 등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필요
안정적인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 필요

- 재정여력이 약한 인도의 여건 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
안정적인 외국인투자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투자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각종
개혁안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
포괄적 성장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에 집중할 필요

-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각종 개혁안 추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역차별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토지법, 노동법 개정의 경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순 있으나
농민, 노동자 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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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정책 평가
1) 인도 제조업의 특징과 향후 과제
인도는 독립 이후 최근까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성장

- 과거 65년간 인도 제조업 비중은 약 9%에서 15%로 높아지는데 그친 반면, 서비스업은 30%에
서 60%로 빠르게 성장함.
-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중국과 비교해볼 때 2차 산업이 1차 산업 비중을 돌파한 시점 기준으
로 양국간 산업구조 격차는 약 20년 정도로 추산되며, 제조업이나 2차 산업 비중 모두 중국의
비중이 인도보다 1.5배 높은 구조임.

그림 3. 인도와 중국의 제조업 및 2차 산업 비중 및 1인당 소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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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D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인도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중국에 비해 느리지만 제조업 내부에서의 고도화는 나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등록 제조업 성장 속도가 비등록 제조업보다 지속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내에서의
고도화가 꾸준히 진행됨.
- 제조업 내 등록제조업의 비중은 1950/51년 41%에서 2013/14년 71%로 높아진 반면, 비등록
제조업은 69%에서 29%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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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도 GDP에서 차지하는 등록 및 비등록 제조업 비중 추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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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조업

자료: CEI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또한 등록 및 비등록 제조업 내에서 전통(traditional industries) 부문 비중이 빠르게 감소한 반
면, 비전통(Non-traditional) 제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계, 전기전자, 화학, 금속 등을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가 진전됨.

그림 5. 등록 및 비등록 제조업 내에서 전통 및 비전통 부문 비중 추이

(비등록 제조업)

자료: Mazumdar(2012), p. 28 그림 2-4, p. 29 그림 2-6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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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창출효과는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조직(organized) 부문 중 민간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효과가 공공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이에 따라 Make in India 정책의 영향으로 향후 등록 제조업 생산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 고용
역시 과거에 비해 지속적, 안정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향후 인도정부는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을 지속 높이는 한편, 제조업 내부에서의 고도화 확대
와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은 인도 제조업 고도화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인도 인프라 개발 특징과 향후 과제
인도의 인프라 개발은 10차(2002~07년), 11차 개발계획(2007~12년) 기간 집중되면서 고도성장
시기와 겹침.

- 10차 개발계획에서 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8.2조 루피였으나 11차에 약 24조 루피로 3배 가까
이 증가했고 12차에는 약 55조 루피로 7배 가까이 증가함.

그림 7. 12차 인프라 투자
(단위: 천만 루피, %)

(단위: 조 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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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0차, 11차 인프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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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 Implementation of India Government(2014), INFRASTRUCTURE STATISTICS 2014, p. 31, 재인용: 12th
5year Plan(2012-2017), p. 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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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인프라 투자는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전력 인프라 비중이 가장 크
고, 민간 투자는 통신 부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10차 개발계획에서 민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1.1%, 전체 인프라 투자 규모 대
비 약 25%였으나, 1차 개발계획에서는 각각 3.9%, 48%로 그 비중이 높아짐.
- 12차 개발계획 기간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가 27%(약 15조 루피)로 가장 컸고 통신, 도로 및
교량, 철도 부문이 각각 16.9%, 16.4%, 9.3% 비중을 차지함.
- 섹터별 민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12차 개발계획 중에는 통신 인프라가 92.4%로 가장 높고,
신재생에너지, 항구, 공항 부문도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개발은 국가의 현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활용은 산업
생산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인도의 주별 인프라 지수와 주별 총생산 및 빈곤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주별 인프
라 지수와 주별총생산 및 1인당 소득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로, 인프라 지수와 빈곤율은
음(-)의 관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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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별 인프라인덱스와 GSDP, 빈곤율, 1인당 주별 GDP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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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arun Chotia(2015)의 인프라인덱스 데이터 활용; CEIC; India planning commission(http://planningcommission.nic.in/news/pre_pov2307.pdf, 검색일: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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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문제, 금융조
달 문제, 토지매입 문제 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 중단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

- 모디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부처 및 주정부 등이 각종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프로
젝트 지연, 중단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인도의 인프라 개발 확대가 과거 인도의 고도성장을 영향을 미친 만큼, 모디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인도의 지속가능한 고성장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3. 정책 제언
가. 인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설정
넥스트 차이나로서 인도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제고 필요

- 최근 인도의 성장 가능성 및 글로벌 제조기지로서 부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가운데,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외연 확대를 위해 인도를 중국 다음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로 전략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모디노믹스를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대인도 경제협력 가속화 필요

-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인도 내 우리기업의 입지 확대를 위해 인도와의 경제협력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진출 기업
수 기준 우리나라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일본은 인도의 4대 산업회랑 개발사업 중 이미 일본은 2개 사업을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지원하
고 있으며 고속철도 신칸센의 인도 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상태임.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209

모디 정부 핵심정책 및 사업에 적극 호응 및 활용할 필요

-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 부분에 양국간 적극적인 협력기회를 모
색해볼 필요가 있음.
- 모디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히
모디 총리가 요청한 산업협력 분야(조선, 철강, 전자하드웨어)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음.
◦ 2015년 5월 한ㆍ인도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조선, 철강, 전자하드웨어 산업분야 협력을 특별히
요청함.

- 인프라 부문에서는 모디 정부의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모디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투자개발형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우선 진출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모디 정부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극적으로 호응, MOU 체결을 통해 개발
대상 지역을 선정한 상황임.

EDCF 등 100억 달러의 대인도 경제협력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 지난 2015년 5월 한ㆍ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원조자금인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와 90억 달러의 특별 융자를 포함해 총 100억 달러를 인도의 인프라 부문에 지원할
수 있게 됨.
- 일본, 중국과 비교해볼 때 자금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개발 속도가 빠르고,
개발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켜나가는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협력 추진
한인도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으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제안

-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는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개발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혁신 도시 등 스마트도시 기능을 적절히 복합화한 적정규모의 신도시를 양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개발하는 개념임.
-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점차 인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인도의 제조업 부진 및 열악한
인프라, 심각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촉진시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단기에 급진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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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다양한 형태의 신도시개발 경험을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용할 경우 인도의
산업화, 인프라의 현대화, 고용확대, 이를 통한 고성장 실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
석됨.
-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 사업은 교역과 투자, 건설 및 인프라 개발 참여를 동시에 확대하
면서 개발형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상임.

그림 9.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안 개요

개

념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도시 기능을 복합화한 적정규모의 신도시를
양국 정부 및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발

목

적

-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를 조기 성공시켜, 인도 전역으로 확산
- 인도의 제조업 부진, 열악한 인프라 및 도시문제 개선에 기여
-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촉진
- 양국간 경제협력을 단기에 급진전시키는 전기로 활용

추

진

<인도측 요인>
- 제조업육성, 스마트시티 등은 모디노믹스 핵심정책
- 양국 정상회담 등에서 적극적인 협력 요청
- 일본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참여

배

경

<한국측 요인>
- 국내 다양한 산업도시 개발 경험
- 대인도 투자진출 가속화
-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역량 결합
- EDCF 등 100억 달러 개발자금 활용가능

자료: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작성.

해외투자개발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축해야 함.

- 개발 주체로서 우리나라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인도정부 및 주정부, 관련 공공기관, 세계
은행 및 ADB 등 국제기구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효율성을 위해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개발 주체의 최대지분은 우리나라 민간 대기업이 적합하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시 관련 계
열사,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적합함.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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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대기업의 경우 인도 측의 우선 협력 희망 분야인 제조, 철강, 조선, 전자하드웨어 관련 기업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 신도시 개발에 참여 의사가 있는 대기업들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개발경험공유(KSP), KOICA의 무상원조, EDCF 10억 달러 등 총 100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
국토부, LH공사 등의 해외도시개발 마스트플랜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컨소시엄 구성과 대상 주 및 도시 물색 등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제 구축
이 우선되어야 함.

- 컨소시엄 구성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우선 주도하고 종국에는 핵심기업과 협력기업, 금융기관
등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과거에 비해 EDCF 등 총 100억 달러의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이점을 활용,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EDCF를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나 신도시 개발경험이 풍부한 LH공사 등이
사업개발과 컨소시엄 구성이 제대로 되기까지 주도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그림 10.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 구조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 협력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
전력, 도로, 상수도, 인터넷망 등
도시 기반시설

신도시 개발 특수 법인 (SPC)
-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 주거 및 상업시설 등 개발 및 분양

주: 사업 참여 주체별로 대략적인 역할구조를 도식화.
자료: 본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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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계약 체결

한국 정부 및 기관
인도 정부(주정부) 및 기관

무상원조

KSP, KOICA, 국토부 및 LH공사
해외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지원 사업

유상원조

출자 및 융자, 보증

산업단지 입주

EDCF 등 100억 달러 기금
한국 및 인도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제 금융기관, 입주기업, 건설업체 등
핵심 진출 기업 중심, 협력업체 등

한편 대규모 사업보다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특장점인 단기 개발과 투자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지향할 필요

- 중국, 일본 등 대규모 개발과 차별화하는 한편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 모형을 다른 주 및 도
시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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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2월,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2020년 이후 전
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합의됨.

- 파리협정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후변
화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
(INDC)를 발표하였음.
- 파리협정은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본정신1)에 근간하되,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도록 구성됨.2)
- 2015년 동안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대개 당사국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 inten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였음.
한편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을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기후변화 특화 기금인 녹색기
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개도국 당사국은 그간 기후협상에서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후재원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통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
그간 개도국으로 분류되어온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
기후재원 공여에 관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위
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와 감축방안을 수립해야 함.
- 또한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가 유치한 GCF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요구됨.

1)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
2) 변화한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자신의 역량과 여건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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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 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와 재원 조성 수준을 검토하고, 둘째, 각국의
책임과 역량,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부담 수준을 도출 및 비교하며, 셋째,
협상쟁점과 연계된 주요 선진국의 지원 현황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배분 비교 분석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Responsibility)과 온실가스 감축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모든 국가의 책임을 고려한 동등성(equality) 지표를 활용하여, 이들간의 가중치 변화에 따른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 배분방안을 분석함.

- 개별 지표 고려, 두 가지 지표에 각각 0.5 가중치를 적용, 또는 세 가지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일곱 가지 경우에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수준을 분석
- UN 기후변화협약에서 각각 온실가스 감축 및 재원지원 의무가 있는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국가
이외에도 OECD3)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이 망라된 OECD 파트너 국가를4) 포함하는 51개국5)
및 나머지 국가군(RoW: Rest of the World)로 구분하여 분석
기존 협약에서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 I 국가의 감축 분담은 37.3~68.6%로 분석되었으며 감축의무
가 없었던 비부속서 I 국가의 감축 분담은 31.4~62.7%로 나타남(부표 1 참고).

-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부속서 I 국가의 경우 역사적 책임만을 강조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장 크고, 개도국으로 대표되는 비부속서 I 국가는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감축 부담이 가장 커지는 것을 확인함.

3)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4) 10개 OECD 파트너국(partner countries)은 BRICS가 포함된 신흥국임(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공).
5) OECD 회원국 34개국 및 파트너 10개국, 분석자료가 미미한 2개국을 제외한 40개 부속서 I 국가, 24개 부속서 II 국가로 그룹별
중복된 국가들로 인해 총 51개국이 모형분석에 활용되며 28개 유럽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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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은 능력과 동등성 지표만 강조(C+E/2)하여 42.5% 감축 부담을 지는 것이 유리한 반면, 개
도국은 책임과 능력 지표(R+C/2)를 강조할 때 41.9%의 감축량을 부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유리
하였음.
부속서 I 과 부속서 II에 소속된 국가들도 시나리오에 따라 선호되는 온실가스 감축 분담방안이 국가별
로 상이하였음.

- 미국은 능력과 동등성을 강조할 때 유리한 반면, 일본은 책임성과 동등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함
(그림 1 참고).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능력과 동등성을 강조할 때 불리하였고 역사적 책임이 강조되거나 세 가
지 지표를 모두 고려할 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세 가지 지표를 모두 고려할 경우, 미국의 감축 부담이 19%로 가장 컸고, 중국(16.9%), 러시아
(5.4%), 인도(5.3%), 독일(3.9%), 일본(3.8%), 영국, 브라질 등의 순서로 분석됨.

그림 1.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배분 방안별 주요국의 부담 결과

주: * OECD 파트너국가 중에서 중국 제외.
자료: 저자 작성.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세계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된 국가
별 부담 배분비율에 적용하여 각국의 적정 분담 수준을 분석함.

- 미국의 경우 2020년 10억~13억 톤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2030년 39억~56억 톤까지
감축 부담이 증가함.
- 우리나라는 2020년 8,800만~1억 1,2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요구되며, 2030년 감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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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억 2,600만~4억 1,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으나, 본 연구의
부담 배분 방안을 적용해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것으로 분석됨.

-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은 3억 2,600만 톤에서 4억 1,400만 톤으로, 최근 국제사회에 제출한 INDC상 2030년 감축 수준
(3억 1,472만 톤)보다 최소 1,173만 톤, 최고 9,961만 톤의 추가 감축이 요구될 것으로 분석(표
1 참고).

표 1.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분담 분석 결과와 기존 감축 공약 비교
2020년

(단위: 백만 톤)

2030년

(R+C)/2

(C+E)/2

(R+E)/2

(R+C+E)/3

(R+C)/2

(C+E)/2

(R+E)/2

(R+C+E)/3

본 연구 감축 분담(A)

91.37

111.55

87.89

96.94

339.38

414.33

326.45

360.05

기존 공약(B)*

234.75

234.75

234.75

234.75

314.72

314.72

314.72

314.72

차이 (A-B)

143.38

123.20

146.86

137.81

-24.66

-99.61

-11.73

-45.33

주: *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및 2030년 37% 감축.
자료: 저자 작성.

- 각 당사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INDC)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이후, 추가적인 감축활동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2030년 1억 8,600만 톤에서 2억 3,600만 톤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것으로 분석

나. 기후재원 부담 배분 비교 분석
UN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기후재원의 조성의무를 가진 24개 부속서 II 국가만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15개 EU 회원국의 재원 분담은 26.9~37.6%로 나타났고 나머지 10개국(비EU 국가)은 62.4~73.1%
로 분석되었음.

- 능력지표가 강조될수록 EU의 부담은 커지고, 동등성지표가 커지면 반대로 비EU 국가의 재원 부
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39.6~49.2%의 잠재적 기후재원 부담을 가지므로 전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재원 조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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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원 공여주체를 OECD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조성 분담 비율은 1.6~4.5%
로 분석되어 향후 재원 조성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여가능국이 9.4~14.7%의 재원을 분담하게 됨으로써 기존 선진국(부속서 II)의 재원 조성 부담은
9.4~14.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부표 2 참고).
- 기여가능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에 기준한 동등성이 강조될 때 재원 조성 부담이 더 커지고,
역사적 책임지표가 강조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부속서 II에 포함되지 않는 OECD 4개국은 3.9~10.6%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멕시코, 우리나라, 칠레, 이스라엘 순으로 재원 분담이 필요함.
2014년 말 이후 진행된 국가별 녹색기후기금(GCF) 초기 재원 공여 현황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국가의
재원 부담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CF 재원 공여의 1%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1.6~4.5%의 재원 공여 부담보다 낮은 수준임.

-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가능국가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요구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다. 주요국의 기후변화 ODA 지원 현황 및 전략 분석
OECD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마커로
표시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규모를 분석함.

- 기후변화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의 부재로 인해 유사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며, 기후변화
관련 ODA 데이터의 계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
- 기존 문헌조사 결과 CRS 목적코드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녹색 ODA, 녹색성장 ODA, 기후
ODA 등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녹색성장 ODA가 기후 ODA에 비해
많이 지원됨.
DAC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ODA 규모는 2011~13년 평균 147억 달러

- 상위 5개 공여국은 일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본과 프랑스, 독
일의 경우 자국 ODA에서 기후변화 감축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임.
- 한국은 2011~13년 평균 6,350만 달러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총 ODA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함.
- 지원분야로 일본은 철도운송분야에, 노르웨이는 임업분야에 지원액의 50% 이상을 집중지원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그 외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에 분산지원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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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지원 ODA 규모는 2011~13년 평균 약 98억 달러로, 감축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짐.

- 일본, 독일, EU, 호주, 스웨덴이 기후변화 적응 주요 지원국이며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프로그램 또는 펀드 지원이 특징적임.
- 주요 공여국의 2013년 적응 ODA 지원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일본은 운송과 식수공급·위생 분야
의 인프라 사업을 집중지원하였으며, 독일은 생물다양성, 프랑스는 도시개발 및 관리,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농어업, 한국은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를 주로 지원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지원전략 분석 결과, 모든 ODA 사업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greening
ODA) 방향으로 각국의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ODA 및 기타 공적재원 활
용전략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일본은 민간재원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며, 프랑스는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기
술 및 도구, 노하우 이전에 적극적임. 독일은 범분야적 접근 맥락에서 기후재원을 크게 확대하고,
원조효과성 원칙을 강조
- 한국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이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
회를 기점으로 하여, 2008년 녹색성장전략이 채택되면서 기후변화 ODA가 본격화되기 시작함.
대표적 사업으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사업이 있음.

라.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공적개발원조(ODA)에서 기후변화 ODA 비중이 높은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분석을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 ‘기후변화 ODA’는 OECD CRS의 리우마커(감축마커)로 주요하거
나(principal) 부수적인(significant) 목적으로 표시된 규모를 합한 값을 사용하여 패널모형으로 추
정하였음.
일본과 독일은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며,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분석되었음(표 2 참고).

- 일본과 독일은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은 교역액이 1% 증가
할 때 기후변화 ODA가 약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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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원국의 부패 정도 및 비즈니스 환경은 기후변화 ODA 지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모든 국가의 추정결과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원
국의 감축 수요 또는 잠재력이 공여국의 감축사업 지원 시 고려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평가됨.

표 2. 주요국의 기후변화 ODA 결정요인
구 분

일 본
-확률

독 일
-확률

프랑스
-고정

노르웨이
-고정

한 국
-고정

ln(GDP per
capita)

-0.133
(0.557)

0.233
(0.772)

5.362
(6.896)

14.015***
(3.019)

13.139**
(5.179)

ln(인구)

1.620***
(0.491)

2.315***
(0.788)

33.389**
(13.598)

23.451***
(6.570)

60.854***
(10.616)

ln(교역액)

0.499***
(0.133)

0.511***
(0.170)

2.115
(1.712)

-0.138
(0.179)

-0.255
(0.239)

ln(CO2)

-0.516
(0.467)

-0.766
(0.731)

6.388
(7.892)

-5.546
(3.418)

-4.878
(3.851)

CPI1)

0.739**
(0.362)

0.675
(0.442)

-0.861
(1.354)

-0.674
(0.680)

-0.475
(0.860)

DBI2)

0.058***
(0.015)

0.022
(0.021)

0.044
(0.050)

-0.007
(0.032)

-0.046
(0.041)

Regional
Dummy

2.222***
(0.799)

-0.687
(0.916)

-27.433***
(6.654)

-35.871***
(10.094)

-714.334***
(193.843)

-436.488***
(92.704)

-1,048.784**
(149.626)

897

685

399

689

461

0.278

0.213

0.060

0.034

0.066

상수항
N
Adj. R-sq

주: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1%(***), 5%(**), 10%(*).
1)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2) DBI: Doing Business Index, WDI, World Bank.
자료: 저자 작성.

실증분석으로는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의 특징이 제한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 사용에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 DAC에서 공표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 즉 본 연구에 활용된 리우마커는 공여국이 자
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에 기초하며 기후변화를 섹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ODA에 내에서 통합
적으로 고려한 관점에서 보고되는 수치임.

222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 이와 같은 제약을 지닌 실증분석 결과로는 각국의 행태를 특징적으로 확인함에 제한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CRS 분야코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만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구분
하여 이를 기후변화 지원 ODA로 적용한 분석을 고려할 수 있음.

3. 정책 제언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및 재원 조성 부담 배분 논의가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더욱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공약 이행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감축량 분담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상과 보완되는 분석이 필요함.

한편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전략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원 사용의 현황 파악의 어려움과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실증분석을 통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파악은 아직까지 명확
하게 분석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됨.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상의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의 책임과 역량,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공여 노력, 그리고 각국의 감축목표와 지원전략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제안함.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1)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연구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으므로 향후 보
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우리나라가 INDC를 통해 밝힌 2030년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본 연구에서 분석
한 결과와 비교할 때, 최소 1,173만 톤에서 최대 9,961만 톤의 추가적인 감축이 요구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의 1/3을 아직 구체화 단계 이전인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하기로 발
표한바,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부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에너지 다소비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저탄소경제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촉진해
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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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등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력발전 및 에너지활용정책 설정 필요

2) 기후재원 조성 촉진을 위한 기여가능국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 정립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추가 재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노력

- 추가적인 기후재원 조성을 고무하는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강화하며 국제사회
의 기후재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단순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공여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기후재원 조성 및 활용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의 노력 촉구
- 조성된 기후재원의 상당 부문이 GCF를 통해 지원되고, 장기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이러한 기후재
원을 통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신기후체제하에서는 우리나라 또한 기여가능국가로서 자발적인 재원 조성이 독려되므로, GCF 유치국
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 필요

-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장기재원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
하되, 추가소요재원은 선진국 및 기여가능국이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논리 제안 가능
-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선진국의 기후재원 조성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선진국이 요구하는 기여
가능국가로서 재원 조성에 참여할 수 있음.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기후재원 조성 및 확대 방안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기후재원의 정의 수립과 재원
흐름의 모니터링 및 평가, 특히 기후재원 통계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짐.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
에 기여할 것

-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CRS 목적코드 중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은 코드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은 일반적인 개발사업과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감축 관련 코드 선정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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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과거 녹색 ODA의 범주를 정하기 위해 CRS 목적코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이후 녹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존 녹색 ODA에 CRS 목적코드를 추가한
연구가 시도된바, 이러한 작업들이 보완 및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범위의 논의 추진
기후재원의 흐름 모니터링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이행 정도와 지원효과성 검증을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므로 여기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함이 바람직함.

다. 민간재원의 활용
국제사회는 ODA만으로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민
간부문이 재원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민간재원을 유도하는 레버리지로서 공공재원의 역할이 강조됨.

- ODA는 빈곤해소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기후변화 대응활동의 경우는 민간재원을 유인하기 위
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함.
우리나라의 여건과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의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 기후변화 재
원 논의 흐름을 고려하여 민간을 활용하는 국내 기후재원 조달전략 수립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역량개발사업에 ODA 활용,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정
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여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지원
-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함.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년)을 토대로 기관별 시행계획 마련 시, 기후변화 대응 ODA
지원 결정기준이 필요함.

-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상에서 기후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하
되,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지원 결정기준을 수립함이 바람직
EDCF와 KOICA 등의 유·무상 원조를 활용하여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모색

- 사전조정과 연계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KOICA와 EDCF, 관련 부
처의 협의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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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기획ㆍ집행ㆍ평가라는 전 주기에 걸쳐 의사 결정 및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전략수립 및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기초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필수적으
로 거쳐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도록 방침 설정
- 관련 기술협력이나 역량강화 활동이 사전에 검토되어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CPS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
새로운 개발재원 통계시스템(TOSSD 지표) 도입에 대비한 ODA 및 기타 공적재원의 전략적인 활용방
안 마련

-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사업에서부터 대규모 인프라 사업까지 그 범주가 매
우 다양한데 재원의 특징별로 적절한 지원대상 연계가 요구됨.
- 국가 적응전략 수립 지원,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사업,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협
력 등에는 ODA 재원을 직접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립사업, 대규모 적응 인프라 사업
등에는 ODA 재원을 통한 대규모 민간재원 유도 등의 전략이 필요함.
양자 차원의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 신기후체제하에서 부담해야 할 기후재원을 양자 차원에서 제공할지 또는 GCF 등 다자기구에 지
원을 확대하여 추진할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검토 요망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양자 대 다자 지원은 75:25 비율로 유지될 전망이나 기후변
화 지원에 관해서 이를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필요
- 기후재원에 대한 공여가 기후변화협상에서의 우리나라 입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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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주요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분담

(단위: %)

책임(R)

동등(E)

능력(C)

(R+C)/2

(C+E)/2

(R+E)/2

(R+C+E)/3

GHG*

미국

26.8

13.9

16.4

21.6

15.1

20.3

19.0

13.9

러시아

7.5

5.2

3.4

5.5

4.3

6.3

5.4

0.2

Non-EU

부
속
서 EU
I

일본

3.7

3.0

4.6

4.2

3.8

3.4

3.8

3.0

캐나다

2.1

1.6

1.5

1.8

1.5

1.8

1.7

1.6

기타

4.4

3.9

3.9

4.1

3.9

4.1

4.1

8.9

sub-total(A)

44.5

27.5

29.8

37.1

28.6

36.0

33.9

27.6

독일

6.2

2.0

3.6

4.9

2.8

4.1

3.9

2.0

영국

5.2

1.2

2.4

3.8

1.8

3.2

2.9

1.2

프랑스

2.5

1.0

2.5

2.5

1.8

1.8

2.0

1.0

이탈리아

1.6

1.0

2.1

1.9

1.6

1.3

1.6

1.0

기타

8.6

4.5

7.3

8.0

5.9

6.6

6.8

4.5

sub-total(B)

24.1

9.8

17.9

21.0

13.8

16.9

17.2

9.8

68.6

37.3

47.7

58.1

42.5

53.0

51.2

37.4

11.0

24.4

15.3

13.2

19.9

17.7

16.9

24.5

Annex I total(A+B)
OECD Partners
중국
인도

2.8

6.9

6.3

4.6

6.6

4.8

5.3

6.7

브라질

0.9

2.3

3.1

2.0

2.7

1.6

2.1

2.3

기타

2.0

3.1

3.7

2.8

3.4

2.5

2.9

3.1

비
sub-total(C)
부
OECD(4)+RoW
속
멕시코
서
I
대한민국

16.6

36.7

28.5

22.5

32.6

26.6

27.2

36.6

1.1

1.6

2.0

1.6

1.8

1.4

1.6

1.6

1.0

1.5

1.6

1.3

1.6

1.3

1.4

1.5

칠레

0.2

0.2

0.4

0.3

0.3

0.2

0.3

0.2

이스라엘

0.1

0.2

0.2

0.2

0.2

0.2

0.2

0.2

RoW**

12.4

22.4

19.6

16.0

21.0

17.4

18.1

22.4

sub-total(D)

14.8

26.0

23.9

19.3

24.9

20.4

21.6

26.0

Non Annex I total(C+D)

31.4

62.7

52.3

41.9

57.5

47.0

48.8

6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계(A+B+C+D)

주: * 2012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비중.
** 모형에서 분석된 51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국가(Rest of the World).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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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기후재원 공여국가 확대 시 주요 국가별 재원 분담

(단위: %)

(R+C+E)/3

GCF
기여*

책임(R)

동등(E)

능력(C)

(R+C)/2

(C+E)/2

(R+E)/2

44.6

40.8

34.6

39.6

37.7

42.7

40.0

29.4

Non-EU
미국

부
속
서
II

기
여
가
능
국

일본

6.2

8.8

9.7

8.0

9.3

7.5

8.2

14.7

캐나다

3.4

4.7

3.2

3.3

3.9

4.1

3.8

2.7

호주

1.8

4.2

2.1

2.0

3.2

3.0

2.7

1.8

기타

1.7

3.9

4.9

3.3

4.4

2.8

3.5

3.5

sub-total(A)

57.7

62.3

54.6

56.1

58.4

60.0

58.2

52.2

독일

10.3

5.8

7.5

8.9

6.7

8.1

7.9

9.8

영국

8.6

3.6

5.1

6.8

4.3

6.1

5.8

11.9

프랑스

4.2

3.0

5.3

4.8

4.2

3.6

4.2

10.2

이탈리아

2.6

3.0

4.5

3.6

3.8

2.8

3.4

3.3

기타

7.1

7.6

10.4

8.7

9.0

7.3

8.4

11.3

sub-total(B)

32.9

23.0

32.8

32.8

27.9

27.9

29.6

46.5

Sub-total(A+B)

EU**

90.6

85.3

87.4

89.0

86.4

88.0

87.8

98.7

EU(6)***

5.5

4.1

3.5

4.5

3.8

4.8

4.4

0.1

Non-EU(4)

3.9

10.6

9.1

6.5

9.8

7.2

7.9

1.1

멕시코

1.8

4.8

4.3

3.1

4.5

3.3

3.6

0.1

대한민국

1.6

4.5

3.5

2.5

4.0

3.1

3.2

1.0

칠레

0.3

0.7

0.8

0.5

0.7

0.5

0.6

0.0

이스라엘

0.2

0.6

0.5

0.4

0.6

0.4

0.5

0.0

Sub-total(C)****
총계(A+B+C)
주:

9.4

14.7

12.6

11.0

13.6

12.0

12.2

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 본 연구에 분석된 국가가 GCF 초기 재원 조성(101억 9,800만 달러) 공여에 기여한 비율
** 부속서 II에 속하는 EU 회원국은 15개국임.
*** 잠재적인 기여가능국에 포함된 EU 회원국은 6개국(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이며, 부속서 II나 OECD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EU 회원국은 7개국(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임.
**** 부속서 II에 속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 EU 6개국과 비EU 4개국 합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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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달성이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는 하지만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
인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이 EU
수준은 아니더라도 향후 발전된 수준의 통합을 위한 초석

- 지금 당장 발생할 변화가 우리 기업이나 경제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프라 및 제도 수준의 변화는 진출기업에 기회
계획한대로 만일 AEC가 완전하게 형성된다면 역내 국가간 투자의 증가와 함께 역내 무역비중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국가별 경제발전단계와 인프라 구축 수준 등이 상이한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요소의 이동 및 생산조직의 역내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역내 분업구조를 강화할 경우
동남아에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연구의 목적은 AEC 달성이 가져올 변화를 사전에 전망하고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거나 또는 이미 진출한
기업과 우리 정부에 아세안 경제통합으로 인해 변화될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AEC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기업은 진출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정부 또한 변화된 환경을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에 반영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아세안 회원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지만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
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분석

- 국제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
수직분업과 역 수직분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치 등을 분석할 수 있지만, 이 자료가 인도네
시아만을 포함하고 있어 아세안 전반의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음.
- 아세안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업관계의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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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1) 다양한 선행연구와 분석자료를 활용해 AEC의 특징과 전망을 제공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물과 아시아 석학들의 연구결과물을 두루 인용하여 AEC의 특징을 요약

2) 동남아와 거래관계가 있는 한국 소재 기업 대상 설문조사
한국기업들의 AEC 형성에 관한 인지 유무, 인지형태, 그리고 대응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

- 한국 소재 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102개 업체로부터 응답을 확보
연구진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현지 조사를 나가 아세안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

- 심층인터뷰에 응답한 아세안 소재 기업의 수는 18개로, 국별로는 베트남 8곳, 인도네시아 5곳,
태국 5곳
한국 소재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

- 건설, 섬유, 자동차, IT, 중소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 설문대상기업의 기업 소개 및 분류 △ AEC에 관한 인지 정도 및 예상하는 영향 △ AEC 출범
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및 건의사항

3) 아세안의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를 보이기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무역 및 투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무역자료는 UN Comtrade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투자자료는 아세안사무국(ASEAN Secretariat) 자료
와 UN 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자료

-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 자료

4)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동학모형 분석
장기 거시경제의 변화를 가정한 상태에서 아세안 경제통합 및 한ㆍ아세안 경제통합이 출범한다면 아세
안 주요국의 무역 및 산업에 어떤 구조 변화가 발생할지 분석

-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버전 9 데이터베이스와 GTAP의 표준동학모형(GDyne) 활용
-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각국이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파악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구조의 변화분석 및 시사점

231

다. 분석 결과
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음.

-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문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
-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아세안 경제공
동체(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음.

-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
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만일 아세안 내부의 정책목표 수렴성에 방점을 둔다면 완전한 AEC의 형성은 더딜 것으로 보임
(표 1 참고).

-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역내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면 AEC의 형성이 더디고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표 1. 아세안의 통합조건
통합조건

아세안의 특성

충족 여부

정책목표의 수렴성

다양성과 아세안 방식으로 아세안 회원국간 의사결정이 수렴되기 어려움
갈등 발생 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아세안 사무국의 권한 미미

X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

상이한 경제구조 및 발전단계
이질적 산업구조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성 확보 필요
일부 발전단계가 높은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수준의 유사성과 유사 제조업의 보유로 경쟁관계
형성이 가능

△

기대이익의 존재

FDI 유치

◯

사회문화적 동질성

낮은 사회문화적 동질성

X

지리적 인접성

지리적 근접성

◯

종합평가

⇒ 가중치를 어느 항목에 두느냐에 따라 조건충족에 관한 결론이 달라짐.

△

주: ◯은 충족하고 있음을, △는 판단하기 아직 어려운 상태를, X는 충족하기 어려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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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이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
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
-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산업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대등하
게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함.
-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
-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
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
는 기존의 對아세안 외교ㆍ경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대응

- 미국은 AEC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
- 일본은 자국 다국적기업이 동남아에 공급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
-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
로드와 연계
-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
아세안은 2014년 11월 ｢아세안 공동체의 포스트 2015 비전에 관한 네피도선언(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발표

- 향후 10년간(2016~25)의 AEC(ASEAN Economic Community for 2016-2025)는 ① 통합되고 고
도로 결합하는 경제 ② 경쟁적이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③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사람
우선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아세안 ④ 분야별 통합과 협력관계의 개선 ⑤ 글로벌한 아세안을 추구
- AEC 2016-2025도 EU식 경제통합모델에 기초한 것이 아님.
- AEC 2016-2025는 역내 경제통합의 심화ㆍ확대를 추진하되 ① 생산성 향상, 경제ㆍ산업 구조조
정, 연결성 강화 등을 추진하며 ② 개발격차 해소, 역내 안전보장(에너지, 식량, 재해방지 등) 강화,
일반국민ㆍ중소기업ㆍ여성과 노약자 등의 아세안 통합 참여를 확대하며 ③ 12개 우선 업종을 중
심으로 산업별 협력을 강화하고 ④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존재감도 확대하는 것에 통합의
주안점을 둘 것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여부를 설문조사

-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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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EC 인식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자료: 설문결과를 활용해 저자 작성.

-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
-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

그림 2. AEC 출범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혹은 계획 여부

자료: 설문결과를 활용해 저자 작성.

-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함.
- 대다수 기업은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조사에서 응답했으므로 관련
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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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EC 출범으로 인한 주요 경영상황 변화 예상

자료: 설문결과를 활용해 저자 작성.

심층 인터뷰 결과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5개 협회에 대한 AEC 인지도 조사에서는 인지 및 정보 취득은 제한적이나, 향후 AEC 출범이 경영상
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답변함.

- 경영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AEC 추진사항은 비관세장벽 철폐와 역내 관세 철폐로 답변함.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의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
통합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
의 특징과 변화 추이를 분석

- 역내 무역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
에 들어서면서 정체
- 공동 유효 특혜관세제도(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s’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
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
-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
데 이 시기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이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 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s’
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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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통합노력
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

그림 4. 아세안의 역내 주요국별 교역 비중 추이(1990~2013년)

(단위: %)

주: 필리핀은 1996년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2000년부터 포함시켰으나,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시킴.
자료: UN Comtrade DB를 토대로 작성.

그림 5. 아세안에 대한 역내 주요국별 투자 추이(1995~2013년)

주: 실선은 아세안의 역내투자 비중을 뜻함.
자료: ASEAN Secretariat(2009, 2014); 아세안 사무국 DB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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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net, 백만 달러, %)

일본의 다국적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해 효율성을 극대화

-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
한 투자를 이미 대폭 확대
- 중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
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
-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ㆍ투자 구조 간에 연관
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

그림 6. 주요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 추이변화(1995~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4, 2013, 2010, 2008, 2005의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CGE 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정

-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의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ㆍ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CGE 모형의 추정결과도 영향력이 미미할 것을 시사함.
- CGE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고, 산업별 구성비의 변화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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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나리오별 산업별 구성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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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7. 계속

주: 1) MYS는 말레이시아, THA는 태국, IDN은 인도네시아, PHL은 필리핀, VNM은 베트남, OAS는 기타 아세안을 의미함.
2) 2011년 산업구성비는 기준연도의 산업구성비를 나타내고, 구조적 변화, 아세안 통합, 한ㆍ아세안 통합은 각각 시나리오 1, 2, 3하에서의 산업 구성비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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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음.

-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
의 변화가 예상
-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
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
- 태국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정책을 AEC 출범을 앞두고 추진
-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
-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
안 각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가치

표 2. 아세안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핵심 내용 비교
정책명

추진기간

핵심 내용

IMP3

2006~20

·첨단기술 육성
·농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

ETP

2011~20

·12대 핵심 경제분야(12NKEAs)
·지식 및 자본 집약적 산업
·전략적개혁(SRIs)

NESDP

2012~16

·식량안보, 첨단기술
·저탄소, 연결성 확대, SEZ

중장기전략

Creative Economy

2009~

·지식기반경제, 문화콘텐츠

지식기반경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적극적
개혁조치

2012~16

·국내공급망 확충
·고부가가치 친환경 생산기지

ICT 2020

2011~20

·R&D, 인적자원 개발, 기업역량 개선
·인프라 및 정부정책 개선

SEDP

2011~15

·제조업 및 첨단산업 비중 확대

중장기전략

산업개발전략 2020

2011~20

·핵심 및 수출산업 개발
·산업정책, R&D, FDI

산업고도화
FDI 유치

MP3EI

2011~25

·인프라 개발
·고부가가치산업 개발
·지속가능개발

중장기전략

신산업법안

2014~

CNIS

2014~2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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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

자동차산업
마스터플랜

인도네시아

필리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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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지역별 산업개발
·산업보호 및 세이프가드
·기반산업 육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가치 전방산업 육성
·첨단산업 역내 허브화

공급망, 친환경
첨단기술, 인프라

보호주의
중장기전략
국내 전략 치중

일본의 다국적기업은 아세안의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
축해 효율성을 극대화

그림 8. 일본의 對아세안 직접투자 실적(2000~13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FDI Database; ASEAN Secretariat(2014), p. 176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작성.

그림 9. 일본 자동차산업의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개요

자료: ADBI(2013), p. 26; ASEAN Secretariat(2014), p. 96에서 발췌·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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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
한 투자를 이미 대폭 확대(예: 일본 자동차산업)
- 중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
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차지

그림 10. 중국의 업종별 對아세안 직접투자 추이(2010~13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FDI Database; ASEAN Secretariat(2014), p. 64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작성.

-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ㆍ투자 구조 간에 연관
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

3. 정책 제언
가. 미ㆍ중ㆍ일 국제관계에 다른 AEC 대응전략 조정 필요성 확대
미ㆍ중ㆍ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임.

- 미ㆍ중ㆍ일의 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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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EC 출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낮은 인식도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

-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
는 것으로 이해
설문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력의 수집과 분석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은 정보분석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

다. 현지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성 강화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해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고려

- 현지 로컬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
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 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

라. AEC 역내 제도 변화와 우리 기업의 기회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 발생 가능성

-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없음을
확인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

- 경제통합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
-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가칭)을 파견해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구조의 변화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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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메가 FTA에 대한 AEC의 대응 관찰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성 증대

-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
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
상실가능성 존재
-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줄지도 의문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의 공급체인을 형성한다면 다른 후발 아세안은
지체될 수 있음.

-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예상되므로 이 과정
에서 우리 기업이 기회를 찾아야 함.

바. 통합적 시각으로 아세안 시장 접근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함.

- AEC 출범은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간 경쟁의 심화를 가져
올 것임.
-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대응할 확률이 높아져 예전과 같이 개별 단위 시장
에 대한 접근으로는 한계에 직면
-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지역을 아세안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물색할 필요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확대

우리 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재아세안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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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지털가치사슬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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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FTA의대응방안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상거래(digital trade)는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유사한 개념이나, 인터넷 기술의 발전
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급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개념임.

- 최근 디지털 재화(digital product)로 대표되는 무형 재화의 인터넷상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델이 등장하면서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생성되는 데이터가 급증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경간 흐름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임.

- 국제 경제포럼(OECD, WTO, APEC, FTA 등)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국경간 디지털 상거
래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함.
- 디지털 재화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국내 제도 역시 정비할
시점임.

본 연구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디지털 상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대한 국제 논의를 검토함.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과세)에 대한 집중분석
을 실시함.
- 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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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
디지털 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는 주문방식임.

거래방식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복잡하며, 이것이 현재 쟁점의 중심임.

- WTO와 FTA의 논의, EU의 정책 등에서 나타나듯이 유형 재화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쟁점은
주로 배송과 관련된 물류 및 통관 문제, 소비자분쟁해결문제 등에 집중되는 반면, 디지털 재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의 성격과 관련 쟁점도 상이함.
- 디지털 재화의 시장은 보편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용하며, 무형성으로 인해
국경간 거래에 소요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비용이 작음.

최근 국제통상 협상에서는 디지털 재화의 국경간 거래를 중심으로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

- 디지털 재화가 무엇인가부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IT 상품 일부(예: CD에 수록된 음원, DVD에
수록된 동영상 등), 인터넷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군(예: UNCTAD가 규정한 ICT 기반 서비
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기존의 산업분류체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와 인터넷상으로 이전되는 각종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국경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는 WTO TiSA 협상, 그리고 한ㆍ미 FTA, TPP의 전자상거래 협정에
포함되고 있는데, 디지털 재화의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포함됨.

디지털 상거래는 좁게 보면 거래비용의 절감과 거래대상의 확대에 기여하는 수단이나, 보다 넓은 관점
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 형성의 장이자 기존 경제 및 산업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인임.

국제통상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새로운 쟁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분야임.

- WTO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GATT와 GATS에서 모두 규율될 수 있으며,
양자를 적용하기 어려운 회색지대를 포함하는바, WTO 체제하의 공백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TPP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한 국경간 정보 이전 자유화나 데이터 서버의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과 같은 쟁점은 향후 통상협상에서 다뤄질 현안임.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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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경간 데이터 이동
1) 국제논의 동향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지침｣(1980)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에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함.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와 자유로운 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요구 간 조화를 강조하는 본
지침을 토대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됨.
- 개정안(2013)에 따르면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는 정보의 위치에 관계없이 취급하는 개인정보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회원국은 타국이 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거나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장
치를 마련했다면 자국과 타국 간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제한을 지양해야 함.
APEC은 OECD 프라이버시 지침에 제시된 개인정보 보호의 8대 원칙에 근거하여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2004)를 발표했으며 2011년 다국적 정보처리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의 주도로 개인정
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자발적인 인증제도인 Cross Border Privacy Rules(CBPR)를 도입함.

통상협상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및 디지털 정보보호 관련 논의는 주로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를 극대
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됨.

- 한ㆍ미 FTA 협상은 최초로 전자상거래 장(제15장)에 인터넷 개방과 안정성에 대한 특별 원칙을
포함시킨 사례이며 협정문 제15장 8조 ‘국경간 정보 흐름’에는 ‘한ㆍ미 양국이 국경간 전자정보
흐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의 설치 또는 유지를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한ㆍEU FTA에는 디지털 정보의 국경간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한ㆍ중 FTA의 협상
문 제13장(전자상거래)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이 포함됨.
- 2015년 11월 공개된 TPP 협정문 중 ‘전자상거래장’에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조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를 채택ㆍ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개인정보 보호조항이 없는 한ㆍ미 FTA나 기본적인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명시한 한ㆍ중 FTA와는 차별성을 가짐.
- 미국과 EU 간 진행되고 있는 TTIP 협상에서 EU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경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강조하는 미국과는 입장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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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1: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개인정보 보호
EU와 미국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EU는 모든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일괄법(omnibus law) 차원으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반면, 포괄적인
개인정보규정이 부재한 미국은 분야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sectoral approach)을 취함.

- EU는 적정성 평가, BCR, 표준계약 등의 제도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적정한(adequate)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기업에 EU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허가함.
- 최근 EU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문제들이 대두되고 미국정부
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스노든 사건으로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지자, 기존의 Directive on Data Protection을 개정하여 보다 강력한 차원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고자 함.
- 포괄적인 관련 법과 역외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강조하는 EU와 달리 일반법 차원
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는 미국은 개별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운영함.
- 미국은 2000년부터 EU와 Safe Harbour Framework를 운영하여 본 framework에 참여하는 미국기
업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Safe Harbour Framework가 적정한 수
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양국간 개인정보 처리
및 이동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는 개인정보 보호 일반에 대하여 일반법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이 규율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세부사항을 규율하
는 이중구조임.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도 정보주
체로부터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허용함.
- 최근 개정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도
해외업체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

중국은 2008년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을 작성하고 입법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본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시대라는 환경변화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
보 활용 촉진 간 균형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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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2: 산업환경 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
게 됨.

- 기존 ICT 환경에 비해 수집, 저장, 활용되는 데이터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클라우드컴퓨팅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보가 처리ㆍ저장되는 물리적인 위치를 정확히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
다는 데에 있음.
- 사물정보, 위치정보, 행태정보 등 잠재적으로 개인정보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국경간 이동문제도 고려해야 함.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정보를 국외에서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
존 정보보호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함.
-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기들의 보안 취약성 문제가 대두됨.

다. 디지털 지식재산권
1) 국제논의 동향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은 1974년 UN의 전문기구로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
으로 논의되어왔으며 디지털 재화의 저작권 관련 지침은 1996년 저작권조약(WCT) 제4조에서 소프트
웨어의 저작권 문제가 처음 다뤄짐.

- WIPO 차원의 지식재산권 협의 중 현재의 지식재산권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등은 1883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에
서 확정
- WIPO의 주도로 체결된 1996년 저작권조약(WCT) 제4조에서는 대표적인 디지털 재화의 하나인
소프트웨어를 어문 저작물로 명확히 하였고 1971년 있었던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
된다고 규정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WIPO 주도의 다자간 특허조약 외에 일부 특허 선진국간의 협의에도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 합의된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이 참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IP5간 특허출원
간소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 디지털 재화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특허범위 및
시장 확장이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에서 중요한 문제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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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의 도하개발어젠다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이 개시되면서 DDA 협상
의제가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준용되고 있음.

- DDA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의제로는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등록처 설립문제, GI 특별보호대상 확대문제, 생물다양성협
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이 존재
- 특히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발효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가간 통상문제의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주도로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저작인접권에 관한 로마협약 등은 일반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었던
반면, TRIPs의 경우 WTO 가입국 모두에 강제적으로 적용
- 그러나 TRIPs에서도 디지털 재화의 구체적인 정의 및 세부적인 보호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적용과 같이 이미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소프
트웨어의 저작권 인정 문제가 디지털 재화의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 미국에서도 컴퓨터 기술 초창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
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프로그램 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였으며, 고객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 코드는 계약법을 통해 보호하였음.
-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저작권청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등록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의회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
- 1980년대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의 비문자적 부분, 즉 구조/순서/배열(SSO: 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까지 저작권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역분석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인 프로그
램 코드를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란 발생
- 상기 논란은 자연스럽게 저작권을 통한 디지털 재화 권리 보호의 약점을 부각하고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켰고,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플로 차트,
시스템 구조도 등의 특허 출원경향을 자극
- 통상 협상 차원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함. 실제로 미국 통상
법은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협상의 목적은 상대국에 미국과 유사한 보호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 2008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PRO-IP(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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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의 보호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른 보호와 회원국
법령에 따른 보호로 구분되는데 EU는 역내 단일시장(internal single market) 구축을 최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 목표와 상충하는 회원국 법령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 EU는 1991년 소프트웨어의 역내 보호제도를 저작권을 중심으로 통합한 바 있으며, 그 후 디지털
재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대여권 지침, 위성 및 케이블 지침, 저작권 보호기간 지침, 데이터베
이스 지침, 추급권 지침, 전자상거래 지침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세부 지침들을 지속
적으로 발표해왔음.
- 특히 EU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침은 데이터베이스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침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법률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계기로 작용
- 다만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를 위한 EU 차원의 법률은
없고 일부 회원국의 법령과 유럽특허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
황임.

2) 쟁점 1: 특허권 적용범위 확대
디지털 재화의 특허 보호 필요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의 특허
권 적용 확대의 경향과 관련이 있음.

-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디지털 재화는 저작권이나 영업비밀보호권으로 보호하
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으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
고 있음.
- 저작권법에 의해 재산권을 보호받는 방식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생산 혹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
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저작권과 동일하게 표현의 창작성을 보호하고 있어
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함.
- 반면 특허는 등록절차가 복잡하나 아이디어 자체의 신규성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가 포괄적임.
-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사상의 결과물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저작물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의 분류체계로 분리하기 어려운 특징이 존재함.
- 상기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의 특허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
하고 있으나, 산업의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특허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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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2: 보호대상의 범위 확대
디지털 재화 특허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대상의 범위확대와 관련한 쟁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권(Sui generis database right)과 같이 새로운 대상의 권리 보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기 이슈는 산업발전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의성이 없고, 생산과정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저작권과는 명확히 구별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 획
득하거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편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소모했을 경우 산업발
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나라들은 데이터베이스 권리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나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나라
는 유럽연합과 멕시코, 우리나라 등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라. 과세
1) 국제논의 동향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과세 이슈는 다양한 다자ㆍ양자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OECD는 재정
위원회(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한 전
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 OECD는 1999년부터 CFA 산하에 별도 기술지원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s)을 두고
각 부문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 보다 구체화된 논의를 진행
- 그 결과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고정 사업장으로의 이익의 귀속(Attribution of Profit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2001)”, “실질적 관리
장소 개념: OECD 모델조세조약의 변경에 대한 제안(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oncept:
Suggestions for Changes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2003)”, “조약 규정과 전자상거
래: 새로운 경제에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Treaty Rules and E-Commerce: Taxing Business
Profits in the New Economy. 2005)” 등이 발표된 바 있음.

WTO, FTA 등의 통상 협상에서는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내국세보다는
관세 부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국가간 거래 중 디지털 재화의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서는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통해 무관세 관행의 한시적 유지방침이 발표되었고 현재 이와 같은 방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253

침이 준용되고 있음.
- 한ㆍ미 FTA 등 주요 FTA에서도 WTO 결정과 동일하게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는 무관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특히 한ㆍ미 FTA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재화와 함께 전달매체에 고정
된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도 무관세 원칙을 규정한 바 있음.

EU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EU 집행위원회가 1997년 발표한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에서부터 시작되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조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반에 대한 추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러
한 총괄정책을 바탕으로 EU Commission(1998), Electronic Commerce and Indirect taxation에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개정방안 제시
- 또한 EU는 “Council Directive 2008/8/EC”를 통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EU 역내 공급자의 경우 2014년 말까지는 공급지 과세 원칙을 유지하였으
나, 2015년 1월 이후부터는 공급지 과세 원칙이 완전히 폐지되고, 소비지과세원칙으로 통일되는
흐름을 유도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입법사례로는 1998년 10월 제정된 ｢인터넷 조세
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들 수 있음.

- 이 법령의 도입 후 3년 동안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유예
(moratorium)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네 차례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이 2015년 10월 1일까지 연장
되었음.
-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EU 등과 달리 인터넷 매출에 대한 비과세가 인터넷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
를 촉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2) 쟁점 1: 직접세 - 고정사업장 규정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조세조약 등에서 타방 체약국 기업에 대한 일방 체약국의
과세 권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공급자(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법
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과세 권한 설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활동의 경우 물리적인 실체(사업장
등) 없이도 거래활동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고정사업장 등의 규정만으로는 효과적인 과세 부과
에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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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상거래 측면에서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등 과세 회피 억제를 위한 제도적 여건의 구축노력을 지속
- 특히 OECD는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해당 과세대상국 거주 소비자와 기업간에 원격으로 이루어지
거나, 기업의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가 해당국에서 폭넓게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 대상국 내 고객
으로부터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이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유의미한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 및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3) 쟁점 2: 간접세 - 부가가치세제 개선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디지털 상거래의 경우 그 특성상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

- 일례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거주지국에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 신고방식은 징수의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OECD는 소비지국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
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는 제도를 권고하고 있으나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인하는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효과적인 방안에 머물 수 있음.
- EU의 경우도 최근 디지털 시장 통합전략과 관련하여 소비지국 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작업과 함께
해당 과세 원칙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조세행정업무 간소화 정책 또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가. 정책 일반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함.

- 디지털 재화는 상품영역의 일부를 포함하며, 서비스부문 가운데 인터넷으로 전송가능한 부분(달리
표현하면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부분)에도 해당됨.
- 또한 디지털 재화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 분류 어디에도 포함되기 힘든 제3의 영역이 있는데, 인터
넷으로 전송되는 콘텐츠가 해당되고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정보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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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가급적 연성 형식의 규범(가이드라인)을
실험적으로 운영하여 해당 사업활동의 영향을 평가한 이후에 경성 법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분야에 따라서는 ‘실험법률’(일단 사업을 허용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한 후 규제 도입. 독일, 프랑스
등이 활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나.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정
책기조와 제도적 여건을 구축해야 함.
기존 관련 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 특히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수단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부터 활용 또는 국외 이전 시에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이 개선되어야 함.
- 최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클라
우드컴퓨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조항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국경간 이동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을 개발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이용자로부터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국외 이전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적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사전동의방식은 국외 이전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불완전한 사전동의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자유로운 국경간 개인정
보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기업 대상 개인정
보 국외 이전 허용조건을 마련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해야 함.

- OECD와 APEC 등에서 강조하는 책임성이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데 결국 ‘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임.

256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가 또는 지역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를 조화하거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비록 최근 보호수준의 적정성 논란으로 무효 판결이 나긴 했으나 미국ㆍEU의 Safe Harbour
Framework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이한 국가간 상호 인정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인증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음.
- APEC의 CBPR의 활성화를 위해 CBPR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목소리
를 반영하여 CBPR이 향후 역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ㆍ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임.

다. 디지털 지식재산권 도입
디지털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수립

- 그동안 디지털 재화의 권리 보호는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산업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반도체칩회로 배치 설계권, 영업비밀보호권, 생명공학
기술권 등을 포괄하는 신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되어왔음.
- 그러나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는 저작권법과 같은 단일한 보호체계에 의존할 수 없는 특징이
존재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외의 소프트웨어권이나 영업비밀권을 통해야만 권리 보호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특허권과 같은 적극적인 보호형태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
- 특히 소프트웨어의 특허출원을 별도의 절차로 간소화하되 청구범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특허출
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스코드의 임치제도와 같은 공공의 공증시스템을 확립하고, 데이터베이스
와 같이 신규성이 없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 포괄적인 지식재산권의 확립이 논의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제도 정비 및 다자간 협력 강화

-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국제 특허협약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상황임.

데이터베이스권관련 보호내용 구체화

- 그동안 실효적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보호라는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 유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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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직접세: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고정사업장 재정의

- 우선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거래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국내 법령상의
고정사업장 혹은 NEXUS 등의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존재함.

간접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

-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등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조세제도의 개정, 그리고 부가세의 효과적
인 징수를 위한 장치 마련, 소액수입물품 면세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을 제고하
여야 함.

과세범위의 정의

-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자연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거
래와 관련한 소득규정과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디지털 재화의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범위를 재정
의할 필요가 있음.

마. 통상정책 측면의 검토
TPP 14.8조는 당사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하며,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발 시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관련 정보를 공
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한ㆍ미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

- 우리나라가 TPP 가입을 고려할 경우,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반영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법제도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국내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TPP 14.11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수단을 통한 정보
의 국경간 전송을 허용해야 함.

- 이는 전반적으로 국가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실제 국가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TPP 전자상거래장은 적용대상에서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제외하며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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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및 관련 조치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금융, 의료, 측량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됨.
TPP 14.13조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을 조건으로 현지 국가 영토 내 위치한 컴퓨팅 설비의 이용,
데이터 현지 저장ㆍ처리 의무부과를 금지하나,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예외적인 제한
조치를 허용함.

- 우리나라는 명시적 컴퓨팅 시설 현지화 요건은 없지만, 통신ㆍ방송 분야 로컬 컴퓨팅 설비요건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TPP에 처음으로 도입된 소스코드 공개금지조항(TPP 14.17조)은 소프트웨어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 조항의 핵심 취지는 소스코드 공개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미국기업은, 특히 중국정부의 소스코드 요구에 대해 큰 거부감을 표
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특기할 만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소스코드 공개금지조항의 영향과 국내제
도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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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 54%에 못 미치지만 향후 도시화 여력이 크며 향후 도시
화를 동력으로 한 동남아의 사회ㆍ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남아는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
로 보임.
- 동남아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보다는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이루어
졌고, 특히 마닐라, 자카르타, 방콕 등 경제와 인구규모에서 국내 다른 도시들을 압도하는 종주도
시(primate city)들이 출현함.
동남아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생산적인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도시화는 인구과밀화로 인해 지가상승,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도 있지만 생
산과 소비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 형성, 기업의 군집으로 인한 집적경제 효과, 지식의 이전과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 경제활동의 집중을 일방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실제로 개별국가의 맥락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과
맺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동남아 도시화의 현황과 특성,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화의 경제성장 잠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과 동남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간 비교에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같
은 주요 경협대상국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과
병행하여 동남아 도시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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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동남아 도시화의 현황과 특성
동남아의 전체의 도시화율은 세계 평균보다는 낮으나 아직 낮은 수준을 반영하여 도시화 속도는 상당
히 높으며, 상당한 역내 국가간 격차가 존재함.

표 1. 동남아 도시화율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

싱가포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브루나이

59.9

62.3

65.8

68.6

71.2

73.5

75.5

77.2

3

말레이시아

42.0

45.9

49.8

55.7

62.0

66.6

70.9

74.7

4

인도네시아

22.1

26.1

30.6

36.1

42.0

45.9

49.9

53.7

5

태국

26.8

28.1

29.4

30.3

31.4

37.5

44.1

50.4

6

필리핀

37.5

43.0

48.6

48.3

48.0

46.6

45.3

44.4

7

라오스

12.4

13.8

15.4

17.4

22.0

27.4

33.1

38.6

8

미얀마

24.0

24.1

24.6

25.5

27.0

28.9

31.4

34.1

9

베트남

19.2

19.6

20.3

22.2

24.4

27.3

30.4

33.6

10

캄보디아

9.9

13.9

15.5

17.3

18.6

19.2

19.8

20.7

25.5

28.4

31.6

34.6

38.1

41.3

44.5

47.6

동남아 전체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http://esa.un.org/unpd/wup/CD-ROM/(검색일:
2015년 7월 8일).

도시면적비율과 도시인구밀도 추이 분석결과 도시면적의 증가에 비해 도시인구밀도가 빠르게 늘고 있
어 도시과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SEAN 선발국가들의 경우 과밀화 수준도 높고 도시인구 밀도 증가세도 높은 편이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 과밀화 수준도 이에 비해 낮고 증가세도 낮음.
도시성장 잠재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도시화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이며 2050년에 70.9%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인구와 GDP 비중을 보면 자카르타가 최대도시로서 집중도가 가장 낮고 호치민이 중간, 메트로
마닐라가 세 도시 중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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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남아 주요국 도시화 특성 요약
2015년 도시화율(%)

2050년 도시화
전망(%)

인도네시아

53.7

70.9

자카르타

4.0

16.6

필리핀

44.4

56.3

메트로 마닐라

12.7

37.0

베트남

33.6

55.0

호치민

7.8

21.6

제1도시

제1도시 인구비중(%) 제1도시 GDP 비중(%)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http://esa.un.org/unpd/wup/CD-ROM;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5년 7월 8일).

나. 동남아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실증분석 결과 동남아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국가인 경우 도시화가 경
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도시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고 그 크기도 커진다는 것은 동남
아에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인구과밀화로 인한 비용의 증가보다는 산업생산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 지식의 이전 등 경제적 효용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동남아 도시화를 논의할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적의 경제, 지식이전 등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함.

다. 동남아 도시화의 경제성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선결과제
1) 토지공급
토지는 도시성장의 핵심적 구성요소이자 제약조건이나 현재 동남아에서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의 지연으로 토지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개도국은 토지보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
며 토지수용의 지연으로 주요 도시개발사업과 인프라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음.
- 공시지가제도와 감정평가제도 등 토지보상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관련 정부부처가 분절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려운 것도 토지수용 지연의 주요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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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확대
동남아 주요 개도국의 도시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내부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의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막대한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지출은 최
근 정체상태에 있으며 대규모재정투자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확대하기 어려움.

표 3. 동남아 주요국ㆍ한국ㆍ중국의 인프라 및 물류경쟁력 순위(2014년)
구분
인프라
물류
경쟁력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중국

지수

2.92

3.11

2.6

3.56

3.4

3.79

3.67

순위

56

44

75

26

30

18

23

지수

3.21

3.09

2.93

3.47

3.29

3.66

3.46

순위

41

49

61

32

38

21

35

주: 순위는 총 160개국 중 순위임.
자료: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검색일: 2015년 10월 27일).

3) 도시정책효율성 확보
동남아 주요국들은 상당 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ㆍ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조율의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
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지방분
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정책 제언
가. 도시화 부문 한ㆍ동남아 경제협력 기본방향
상생협력의 측면에서 동남아의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시개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및
제도인프라 구축에 관한 한국과 동남아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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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도시들의 양적 성장에 부합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공급과 인프라 투자
에 주목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토지공급과 인프라 문제는 동남아 도시화와 경제개발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동남아에 진출하
는 한국기업들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는 이슈임.
- 한ㆍ동남아 양자경제협력의 주요 채널에서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 관련 의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동남아 국가들에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제약하는 근본적 요인 중 하나는 토지관리제도의 기초
라고 할 수 있는 지적제도와 토지등록제도의 미비임.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소유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사업
에서부터 등기제도까지 기초적 제도의 현대화가 필수적임.
- 토지 소유나 거래 제도는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므로 외국의 법제와 경험을
그대로 전수할 수 없으나 지적제도와 정보시스템은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협
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동남아 국가들에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국토조사 수행, 지적제도 정비, 토지관리인프라 역량 강화를 지
원할 수 있음.

- 한국 196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국토조사와 정밀지도 작성에 도움을 받았고, 현재의 공간정보기술
은 선진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한국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생생한 학습
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

다. 한국의 토지개발 경험의 비판적 공유
1)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에 대한 경험공유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체계화하여 동남아 국가들에 발전적으로 전수

- 토지수용은 전면매수방식이기 때문에 보상을 둘러싼 분쟁과 이주 및 퇴거 등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 사회적 비용이 높으며, 적절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이주자에 대한 생활재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토지수용은 도시개발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함.
-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인프라의 확충,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에 기여
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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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함.
- 한국의 공시지가제도와 감정평가제도, 주민 중심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협의회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들은 그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정에 맞추어 공유해볼 수 있음.

2) 환지(換地)방식이나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
공영개발방식 이외에 환지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를 함께하는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
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프라 건설에는 토지취득을 위해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주로
활용되지만 환지방식은 원도심재개발이나 재정비사업, 교외지역의 개발에 주택용지 보급을 위해
주로 사용됨.
- 동남아의 대도시에서도 각종 재개발ㆍ재정비와 도심 교통인프라 확장 수요가 높으므로 환지방식
역시 활용될 수 있음.
- 동남아 각국에서도 외곽지역과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큰 공용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
으로 옮겨가고 있어 환지방식의 경험전수를 고려할 수 있음.

라.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최근 대규모 아시아 인프라 투자 구상의 등장은 동남아 도시개발 및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기 될 수 있음.

- 동남아는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위해 인프라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출은 정체상태에 있고 정부지출의 확대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향후 확대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없음.
- 최근 중국 중심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과 AIIB 출범, 일본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 등 역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IIB의 등장으로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금융이 확대되면 개별국가의 인프라 개발 역량의 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이에 따른 인프라 사업은 재정투자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될 가
능성이 높음.
- ADB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참여를 주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았고 AIIB 역시 PPP 방식을
통한 민간 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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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관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발주국가의 공공투자관리와 관련 조달행정 역량 강화가 강
조될 것으로 보임.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공공투자관리 제도를 동남아 국가들과 공유하여 이들의 인프라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PPP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조정기제, 정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반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과 표준분석지침 및 데이터
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의 시행과 같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한국은 동남아 지역의 새로운 인프라 개발금융의 단순 활용에서 나아가 국제협력 차원에서 동남아 각
국의 인프라 투자관리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지원할 수 있음.

- 현재 아시아의 인프라 이니셔티브들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라는 지정학
적 요인이 얽혀있고, 한국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음.
- 한국이 자체적으로 인프라 개발금융을 동남아 지역에 제공하기 어렵고 독자적인 개발이니셔티브
를 제안하는 것도 어려움.
- 한국의 자체적 경험을 활용하여 인프라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적 모델을
전수하는 동시에 동남아와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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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프리카는 지난 10년간 5%(연평균 실질 성장률)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률을 시현했지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역량(productive capacity) 강화나 경제구조전환(economic transformation)
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 경제는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ies)
의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
고 있는 실정임.
국제사회는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약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제공했지만, 빈곤퇴치 효과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인 밀레니엄개발목표(MDG)가 가동
되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최근 들어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음.

-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음.
본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방
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이를 통해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 창출 → 소득
증대 → 빈곤완화) 및 거시적(세수증대 → 교육ㆍ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확대 → 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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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아프리카 전체 노동인구의 70% 이상이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공식 부문은 법적 공인 즉, 등록(registrated)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앙골라 등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면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아프리카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은 주요 이유로는 납세부담(조세회피), 기업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기업등록에 따른 비용, 뇌물 상납,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다는 인식 등을
꼽을 수 있음.

그림 1.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공식 부문 비중

(단위: %)

나. 아프리카 기업의 90%는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으로 구성됨.
초소형 기업은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로 주로 가족이나 친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비공식 경제영역에 속해 있음.

이들 대부분은 생계형 기업(necessity enterprise)으로 금융시장 접근과 기술축적 등이 사실상 불가
능하여 잦은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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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빈곤층 인구의 상당 부분은 초소형 생계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민간부문개발의 주요 대상임.

표 1. 아프리카 기업형태 및 고용 비중

(단위: %)

수적 비중

고용 비중

초소형 기업
(1~10명 미만)

90.0

30

소기업
(10~50명 미만)

8.0

20

중기업
(50~250명 미만)

1.5

10

대기업
(250명 이상)

0.5

40

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열악한 인프라, 고착화된 부정부패, 과도한 기업규제 환경 등을 꼽
을 수 있음.
[금융소외] 소기업(고용인원 20명 이하) 및 중기업(고용인원 20~99명)의 대출수혜 비율은 각각 18%,
30%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기업들은‘금융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금융기관의 미발달과 기업의 낮은 수익성 이외에도 복잡한 대출절차, 높은 대출금리, 과도한 거래
비용(수수료 등), 뇌물요구 등이 더해지면서 금융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표 2. 아프리카 기업의 대출수혜 비중

(단위: %)

소기업
(20명 이하)

중기업
(20~99명)

대기업
(100명 이상)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18

30

40

개도국

32

51

67

[낙후된 인프라]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의 운송비
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내륙국가의 경우 운송비용이 수출가격의 70%에 달하
는 등 수출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전력부족 역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인데, 아프리카 기업인 10명 중 7명이 기업경영의 가
장 큰 애로요인으로 전력난을 꼽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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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 현황
세부 구분

개도국

31

134

전체도로(㎞/1,000㎢)

137

211

전화(회선/1,000명)

10

78

이동전화(회선/1,000명)

55

76

전력생산(MW/100만 명)

37

326

전기보급률(%)

16

41

도로
통신
전기

아프리카

포장도로(㎞/1,000㎢)

[부패와 규제] 아프리카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공공조달, 원조사업 등과 같은 대
규모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체계적 부패(systematic corruption) 말고도 하위직 공무원들과
개인 또는 중소기업 사이에 관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상적 부패(incidental or petit corruption)
도 관습처럼 만연되어 있음. 이는 기업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됨.

- 여기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이 더해지면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음.

표 4. 아프리카에서 창업에 따른 행정절차 및 소요비용
아프리카(사하라이남)

동아시아

남아시아

행정절차 단계

11.0

8.2

7.9

소요 시간(일)

63.8

52.6

35.3

비용(1인당 GNI 대비 비중)

215.3

42.9

40.5

최소자본금(1인당 GNI 대비 비중)

297.2

109.2

0.8

라. 계량적 방법(횡단면 분석)을 통해 민간부문개발(PSD)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소기업 운영’
이 가장 결정요인 변수로 측정되었음.
이는 소기업의 운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서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이 외에도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규모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등 및
기술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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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핵심요
인라고 할 수 있는 소기업 운영, 개인자산, 금융포용, 비공식 부문,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규모, 기술발전 등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들 통해 이들 가운데 어떤 부문을 중점
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음.

-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과 고용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고,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조
적 공분산 행렬을 가정하였음.

표 5.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3단계 최소 자승법
전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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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종속변수

일인당GDP†

실업률

일인당GDP†

실업률

설명변수

(1)

(2)

(3)

(4)

일인당GDP†

-

-5.276*
(3.001)

-

-1.286
(1.804)

실업률

0.095*
(0.054)

-

-0.015
(0.011)

-

소기업 운영

0.188
(0.189)

1.212
(1.762)

0.822***
(0.200)

-19.973***
(6.174)

개인자산 소유

0.184
(0.121)

-0.418
(1.140)

-0.533**
(0.195)

7.058*
(3.783)

금융포용도

0.105
(0.173)

0.308
(1.643)

0.347
(0.323)

23.613***
(6.378)

금융 중재

-0.019
(0.133)

-1.504
(1.154)

-0.400***
(0.076)

3.361*
(1.952)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

5.294**
(2.464)

-

-9.733**
(4.416)

노동시장 효율성

-

-4.530***
(1.665)

-

-34.968***
(5.346)

상품시장 효율성

-0.306
(0.247)

-

-1.889***
(0.326)

-

기술발달

0.941***
(0.232)

-

1.165***
(0.326)

-

시장 규모

0.247*
(0.144)

-

0.753***
(0.105)

-

비공식 부문

0.026*
(0.015)

-0.107
(0.121)

0.034**
(0.015)

0.238
(0.427)

기초교육

0.052
(0.146)

-3.16**
(1.240)

-0.212***
(0.072)

-10.2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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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전체 국가
일인당GDP†

종속변수

아프리카
일인당GDP†

실업률

실업률

설명변수

(1)

(2)

(3)

(4)

보건

0.591***
(0.183)

-1.824
(1.479)

-0.214***
(0.074)

5.767***
(2.013)

인프라

-0.221
(0.307)

2.859*
(1.519)

-0.453*
(0.267)

-32.856***
(6.666)

비즈니스 및 정치 윤리

0.193
(0.150)

-0.195
(1.156)

1.519***
(0.412)

27.923***
(6.505)

부의 집중도

-0.105
(0.142)

0.081
(1.229)

0.160*
(0.112)

21.321***
(4.135)

조세제도

0.053
(0.129)

0.494
(1.166)

-0.057
(0.102)

5.178**
(2.223)

사회보장

-0.262
(0.265)

3.333**
(1.322)

0.432**
(0.184)

13.691***
(3.150)

0.168

0.977

관찰국가 수

94

R2

0.831

19
0.883

주: †로그변환 값. 유의수준 각 *** 1%, ** 5%, * 10% 이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의 단위는 국가임.
누락 값으로 인해 전체 분석 대상 국가수와 관찰 국가 수 상이함.

마.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초소형 및 중소기업 지원, 가치사슬 개
발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적 역량강화 등
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상기 3개국은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 원칙과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금융시장이 발달한 영국은 금융 접근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교육 경험과 노하우
가 풍부한 독일은 기술훈련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음. 그리고 시장원리를 강조
하고 있는 미국은 민관협력 방식(PPP)에 주력하는 등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6.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특징
구분
전략
담당부서 및 인력
중점지원분야
지원특징

영국
2008년부터 민간부문개발전략
수립

독일

미국

2013년 민간부문개발 전략 수립 원조기관 전략문서 내 민간부문개발 포함

본부 민간부문개발부,
현지사무소 내 비즈니스개발팀
현지사무소 민간부문자문관 파견 설치

본부 무역투자허브, 소기업/중소기업개발국

금융접근성, 민간투자촉진, 인프라 중소기업, 고용창출, 기술개발 및 소규모 기업 지원(가치사슬, 소액금융, 기업환경
접근성, 경제개발 사업 지원
혁신, 시장개선
개선), 민간부문 활성화, 개발신용, 인프라
성과관리 강조

소득수준별 접근, 고용연계 강조 가치사슬 강조, PPP 메커니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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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민간부문개발 지원전략과 관련하여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전담
부서를 통해 민간부문개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관협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
원의 통합적인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원조기관별로 분절화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2016년부터 5년간 중기원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에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하고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독일은 지원대상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와 취약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개발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있음.

- 시장경제기반이 부재한 저소득국, 어느 정도 시장경제기반을 갖춘 중소득국, 분쟁 후 재건복구가
시급한 취약국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중점협력국가별로 비즈니스 담당관을 파견하거나 또는 소규모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
을 발굴하고 모니터링 또는 평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미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자국의 전문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초소형 기업과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주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경우 가치사슬(value chain) 개발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민간 기업, 금
융기관, 무역단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사
업에 참여하고 있음.

바.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민간부문개발(PSD)이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망고펀드를 들 수 있는데 KOICA는 우간다 내 임팩트(IMPACT) 투자기관인 미국의
망고펀드(Mango Fund)와 협업을 통해‘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총투자 금액은 50만 달러(KOICA 35만 달러, 망고펀드 15만 달러)로 소규모이지만 36개 중소기업들
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화에 기여한 것이 그 목표임.
- 이 사업은 투자와 자금회수라는 금융 메커니즘을 따르지만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기업의 상황
에 맞게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다르게 적용됨.
- KOICA는 법적으로 지분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증여) 방식으로 망고펀드에 편입
했는데 여기에 투자된 기금(증여 형식의 분담금)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자금이 상환되면 재투
자하는 회전기금(revolving fund)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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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OICA-망고펀드의 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사업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망고펀드 사례와 같이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개발의 역동성과 임팩트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3. 정책 제언
가.‘선택’
과‘집중’
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아프리카의 복잡한 개발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을 감안하여 특정 분야에 협력을 집중화하고 이를
통해 개발효과(development effect)를 시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한국은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후발주자로 다른 원조 공여국에 비해 자금력은 물론 경험 및 노하우 측면
에서 열세에 있으므로 우리의 공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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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방향
범 위

거시적 수준
(Macro-level)

협력 내용

한국의 지원 방향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KSP/DEEP)

사업(비즈니스)환경 개선
지원

-

재산권(property right) 보호
금융 및 비즈니스 관련 규정
행정 효율성 제고
정치적 거버넌스 확립

시장접근 지원

-

무역원조(Aid-for-Trade)
가치사슬 창출
기술혁신 지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
농업부문 개발

특정분야 지원

-

창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고등교육 지원
산업인력개발 지원

중간 수준
(Meso-level)

미시적 수준
(Micro-level)

유ㆍ무상 ODA 및 민간기업

유ㆍ무상 ODA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창업지원, 산업단지조성, 고등인력
및 산업인력 양성, 농업가치사슬 개발 등을 핵심적인 협력분야로 선정하였음.

나. 적정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지원
1) 필요성
최근 들어 아프리카 각지에서는 젊은 스타트업(start-up) 창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등‘창업
붐’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음.

- TV, 신문, 잡지 등 각종 대중언론매체에서는 성공한 창업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조명
하는 등 창업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창업대륙(start-up continent)으로 불릴 만큼 전 세계에서 창업활동(TEA)이 가장 활발
함. TEA(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는 창업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
는데, 이는 성인(18~64세) 인구 중 창업과정에 있거나 또는 3년 6개월 미만의 신생기업에 종사하
는 인구비율을 보여줌.
- 아프리카에서 창업활동이 두드러진 이유는 취업여건이 극히 열악한데다가 높은 인구증가율(연평
균 2.5%) 등으로 많은 젊은 층이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는 데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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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프리카의 창업활동 지표(TEA): 지역별 비교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창업활동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프리카의 창업실패 인구비율(성인인구 중 창업은 했으나 1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인구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창업교육지원 시스템의 부재, 금융조달의 어려움, 기술부재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음.

2) 지원방안
아프리카 창업 준비자들의 역량(지식 및 기술수준)에 걸맞은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하는‘맞춤형’창업지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적정기술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착한 기술’로 활용성이 높고 현지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창업지원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맞춤형 창업지원의 핵심은‘수요자 중심의 기술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여러 유관기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풀뿌리 개발협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KOICA를 중심으로 NGO, 기업, 연구기관, 사회적 기업, 현지교민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
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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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의 적정기술 보유현황(예시)
분야

기 술 명

농업

벼 품종 개발(육종기술)/농작물 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옥수수 품종 육종기술/시설원예 기술/축종
개발(인공수정 등)/유통관련 기술(바코드시스템 등)/유기농 비료생산기술/볍씨 생산 및 관리 기술
기계화 및 영농기술/망고건조기술(건조망고 사업)/버섯 종균 및 가공기술(버섯사업)/친환경 식물성
장 촉진기술 등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기술/태양광 기술(태양광 사업)/사탕수수 숯 개발기술/전기ㆍ가스 구동 히트펌프
기술/조명용 LED 기술/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태양광 제조 및 시스템 기술/태양열 온풍기 기술/고
효율 태양열시스템 구축 및 소재개발 기술/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바이오에너지 생산요
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등

다. 경공업 산업단지 조성
1) 필요성
아프리카 산업단지 개발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 33개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으나 모리셔스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아프리카 산업단지들은 정책 및 제도의 부재, 열악한 인프라, 외국인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서도 정전으로 공장가동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대적 의미의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아프리카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아프리카는 미국과 EU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무역특혜를 받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은 현지시장
은 물론 역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 다른 요인으로는 중국 제조업의 이전(relocation)에 따른 기회를 들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 우간
다, 케냐,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이 유망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2) 협력방안
아프리카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일천한 사업경험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원조기관(유ㆍ무상)과 기업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동반으로 진출하되 세
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또는 양자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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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를 통한 금융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음.
산업단지 내 주요 산업으로는 개발수요가 높은, 즉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산네
트워크에의 편입이 기대되는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섬유, 비누, 플라스틱 제품, 농기계류, 가구 및 제
지 등)를 들 수 있음.

기술이전과 함께 새마을운동 정신과 같은 정신계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불어
넣고 ‘3정 운동(정밀ㆍ정성ㆍ정직)’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새기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한국형 산업단지개발 개념도

라.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1) 필요성
아프리카는‘인적자원 후진국’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한 인구비율은 1%대 정도에 불과함.

- 그마저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기업경영(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와 컴퓨터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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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 내에서 대학졸업생의 업무역량
부족으로 이어짐.
- 초등교육은 MDG 등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었지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은 양적 및 질적 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교육과 산업 간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정도가 매우 심각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육 이수자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
들 가운데 해당 산업(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춘 인력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
계됨.
- 아프리카의 많은 기업들은 현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려워 해외에서 조달할지 아
니면 자체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음.

2) 협력방안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
가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직업훈련센터 건물을 세워주거나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지원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물량 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 또는 시장중심의 교육개발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직업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노동수요)와 인력공급(노동공급)을 최대한 일치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기술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연결시키는 개발협력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작업은 우리 원조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며
해당국 정부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선진국 원조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독일, 일본 등 직업훈련 교사양성 지원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선진 원조공여국과 매칭펀드를 조성하
여 아프리카 권역별(동일언어권, 지역경제통합체)로 ‘직업훈련교사 거점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교
사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추후 이를 중심으로 ‘기술교사 인력 풀’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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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ㆍ아프리카 교육협력 기본방향: 직업 미스매치 해소

마. 농공 복합단지 조성: 농업 가치사슬 개발
1) 필요성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잠재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경작 농지면적은 2억
헥타르로 전 세계의 절반에 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족과 함께 관개 및 저장시설 등 열악한 농업 인프라, 비료 등 농기자재 부족,
농업금융의 미발달, 농산물 거래시장의 비활성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녹색혁명의 문턱을 넘지 못하
고 있음.

-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반복적인 식량수급 불안
에 시달리고 있음.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부와
농민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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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농민들의 주거형태도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음. 아프리카 농촌마을은 넓은 지역에 작은
단위로 흩어져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로,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지 않고, 농산물 판매처
등 시장 접근성도 크게 떨어짐.

2) 협력방안
아프리카 농업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며, 특정지역을 개발거점(enclave)으로 하고 이 지역에 투자
를 집중화하는 농공 복합단지 개발(Agro-industrial development)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공 복합단지가 추구하는 바는 가치사슬(생산성 증대 → 저장/가공 → 판매) 실현을 통한 부가가
치 창출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로 평가됨.
농공단지 개발은 아프리카의 현지상황(예컨대 열악한 인프라 및 이로 인한 시장과의 단절성)을 감안하
여 지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MVP(Millennium Village Project)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농촌개발프로젝트가 아프리카에서 성과
를 거두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시장과의 단절성에 기인함.
종자개발,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농업 및 농촌개발 역량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개발협력
성과를 시현함.

- 아프리카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수확한 농작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
로 ‘수확 후 손실’(Post Harvest Loss) 규모가 수확량의 30~5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아프리카
에서는 비료 등 농기자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보다 ‘수확 후 손실’ 문제가 더 시급한 이슈로 다루
어지고 있음.
- 농공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함으로써 ‘내생적 발
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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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농공 복합단지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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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과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및 여성의 고용
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용시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

-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을 하회하고 있는 양호한 수준
- 그러나 한국의 고용률은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유사한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노르웨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이 문제

그림 1. OECD 회원국의 실업률 비교

그림 2. 실업률과 고용률의 상관관계

주: 2014년 자료.
자료: OECD(검색일: 2015. 7. 8).

주: 가로축은 실업률이며, 세로축은 고용률임. 15~64세에 대한 2014년 자료
이며 경제위기를 겪은 스페인과 그리스는 제외하였음.
자료: OECD(검색일: 2015. 7. 8).

- 고용률과 관련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① 장기간에 걸쳐 고용률이 60% 수준에서 고착화
되어 있다는 점 ② 남성 고용률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③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임.
이에 한국정부는‘고용률 70% 로드맵’과‘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
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14~17년 기간 중 240만 개의 신규 고용창출(매년 47만 6,000명)이 필요한 상황이며, 산업구조
의 고도화와 연간 근로시간 축소를 통해 추가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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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용률 70% 달성에서의 핵심 이슈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으로 201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4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 중 38%에 달하는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
로 채운다는 구상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 제고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

-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와 유
사한 측면이 있음.
-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
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그 결과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EU의 평
균 고용률은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
- 유럽 고용정책의 핵심 축은 청년, 여성, 고령 고용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음. 특히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의 총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
- 본 연구는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및 고령자 고용 확대 관련 유럽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정책
인구구조의 변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경쟁력 약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EU 차원에서 제시되는 고용 정책과 전략은 EU 회원국들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

- 고용정책에서 EU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회원국별로 상이한 노동시장 및
산업 여건으로 인해 고용정책은 회원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정책과 전략은 회원국들이 직면해 있는 공동의 위험요인을 분석하
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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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에서 유럽고용전략(EES: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1997) 채택을 계기로 고용정
책이 회원국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EU 고용정책은 중장기 성장전
략과 함께 추진

- 유럽고용전략은 고용가이드라인, 국별 개혁프로그램, 합동고용보고서, 국별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고용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우선과제를 제시
- 2000년 발표된 EU의 중장기 성장전략인 리스본전략은 사회정책과의 긴밀한 관계 강조, 완전고용
과 함께 ‘고용의 질’과 ‘생산성 증대’가 고용전략의 핵심 목표로 설정, 노동력 공급증대방안 및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평생학습 등이 강조
- 2010년에 발표된 Europe 2020은 노동이동성 촉진 및 전 생애주기 기술개발을 통한 노동시장에의
참여증대와 노동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근대화를 담고 있는 이니셔티브를 발표
- 2015년에 발표된 새로운 통합정책가이드라인은 고용과 관련하여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일자리
창출과 신규 고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경감 및 노동 관련 조세부담 경감, 최저임금 마련,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취약성 개선, 노동시장의 분절화 개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실시
등이 제시
EU의 주요 고용정책에는 고용패키지(Employment Package), 직업교육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청년고용 제고정책, 고령화 대응정책 등이 있음.

1) 고용패키지
- 고용패키지는 노동수요 진작을 통한 점진적 일자리 증대, 미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핵심 분
야 활용, 노동시장의 역동성 복원 등을 포함
- 노동수요 진작을 위해 고용취약계층의 신규 채용 시 고용보조금 지원, 조세개편을 통한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사회적 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소액 금융지원 강화, 전문기술 습득 지원, 멘
토링서비스 제공
-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 활용은 저탄소 녹색분야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산업 및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임. 이를 위해 저숙련 및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강화
및 인력 수급계획 수립이 필수
-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이 강조됨. 노동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을 마련함과 동시에 표준화되지 않은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2) 직업교육훈련
- EU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직업교육훈련은 EU가 성장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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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분야
- 이에 평생교육과 노동이동성의 현실화, 교육훈련의 질과 효율성 제고, 평등․사회적 결속․활동적 시
민 장려, 교육훈련 전 단계에서의 창조 및 혁신 강화가 강조

3) 청년고용 제고정책
- EU는 청년층 중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며,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증가가 청년고용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
-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을 통해 저개발지역이면서 청년실업률이 25% 이상인
지역과 개인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
-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통해 2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규교육을 이수하거나 실
업상태 후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거나 도
제교육 또는 수습교육의 기회를 제공
- 견습제도(apprenticeship)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층을 연계해줌으로써 기업과 청
년층을 모두 지원함. 특히 ‘견습생제도를 위한 유럽연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4) 고령화 대응
- EU는 2012년을 ‘인구고령화 및 세대간 연대를 위한 유럽의 해’로 공표함.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장려, 노인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시함. 동시에 유럽기금을 활
용한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강화 등이 추진

나.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에 따라 중장년층에
비해 실업문제에 더욱 취약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모든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 변화에 훨씬 민감
- 고용률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에 비해 경기에 더욱 민감함.
-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및 직업교육의 정도가 청년고
용률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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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설명변수 외에도‘이원
화 교육’의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 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모델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 대상국가: OECD 36개국 및 EU 23개 회원국. 대상기간: 2000~14년.
분석모델
종속변수:
1) 청년고용률
2) 청년실업률
3) 청년/전체 실업률
주: 분석 방법 및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서의 본문을 참고할 것.

-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ㆍ근로 병행교육(이원화 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실증분석 결과: 청년고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패널 OLS, EU 23개 회원국, 2008~12년)

종속변수

(1) 청년고용률
(youth_employit )

(2) 청년실업률
(youth_unemployit )
150.79*** (29.27)

c

20.76 (24.00)

growthit

0.42** (0.18)

-0.76*** (0.22)

0.00 (0.02)

EPL(r)it

0.79 (1.49)

-9.36*** (1.82)

-0.13 (0.14)

EPL(t)it

4.95** (2.27)

-3.78*** (0.78)

-0.34 (0.95)

-0.13* (0.07)

temporaryit

0.00 (0.03)

0.08** (0.04)

0.00 (0.00)

PISAit

0.04 (0.04)

-0.07* (0.04)

0.00 (0.00)

youthit
manufactureit
Industry

constructioniit
commerceit
financeit

opennessit
dual_educationit
educationit
Time dummy

-0.14 (0.54)

-1.85*** (0.66)

0.04 (0.05)

-0.35* (0.21)

-0.95*** (0.25)

-0.03 (0.02)

0.73** (0.33)

-0.09 (0.41)

0.07** (0.03)

-0.59** (0.26)

0.04 (0.31)

-0.06** (0.02)

0.14 (0.15)

-0.89*** (0.18)

0.02 (0.01)

-0.06*** (0.02)

0.02 (0.02)

0.00 (0.00)

0.67*** (0.04)

-0.35*** (0.04)

-0.02*** (0.00)

0.45 (0.53)

-1.62** (0.64)

0.03 (0.05)

있음.

있음.

있음.

관찰 수

103

103

103

Adjusted R2

0.92

0.76

0.48

주: 1) ***, **, * 은 각각 1%, 5%,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자세한 결과 및 분석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서의 본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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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 나타난 분석결과는 [그림 3],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근로 병행기간과 청년고용
률, 그리고 청년/전체 실업률 등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 학습ㆍ근로 병행기간과 청년고용률 간의
상관관계

그림 4. 학습ㆍ근로 병행기간과 청년실업률/전체
실업률 비율 간의 상관관계

주: 가로축: 15~29세의 총예상교육기간 중 병행근로기간의 비중(2012년,
%), 세로축: 2014년 청년 고용률
자료: OECD(검색일: 2015. 9. 10).

주: 가로축: 15~29세의 총예상교육기간 중 병행근로기간의 비중(2012년,
%), 세로축: 2012년 청년 고용률/전체 실업률
자료: OECD(검색일: 2015. 9. 10).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ㆍ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
는지 여부가 중요

-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
- 독일, 스위스의 이원화 교육제도는 정규교육에 견습과정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업 종료 직후, 직장
으로의 이행과정을 원활화하는 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예임.

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OECD에서 북유럽국가들이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
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상당 부분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줌.

-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서도 북유럽국가들이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북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
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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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고용률 결정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

-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됨.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
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

- 독일, 프랑스 등 대륙국가들은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음.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국가
들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

-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
시에 보여줌.
-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
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임.
유럽 선진국에 비교하여 가족복지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럽 사례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시켜 여성의 고용률 확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함.
- 하지만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임.

라.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및 특징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층 노동력의 활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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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대 이후 EU에서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80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부양 비중도 2015년 28.8명에서 2030년에는 39명으로 전망
-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참여율이 높게 나
타남.
- 고령층의 실업률은 청년층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단 실업을 하게 되면 장기실업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음.

2) 고령고용의 결정요인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환경, 그리고 고령 노
동자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음.

- 의무퇴직연령: 의무퇴직연령을 명목상 퇴직연령이라 할 수 있지만,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시기의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금제도: 일부 EU 회원국들은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으며,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있음.
- 노동환경: 건강상태를 고려한 업무시간의 유연성 등 고령자 친화적인 노동환경의 제공으로 노동
시장에 머무는 기간을 보다 늘릴 수 있음.
- 고령노동자에 대한 인식: 고령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으나 이에 반해 일부 신체적・정신
적 능력이 퇴화하더라도 언어・의사소통 능력은 불변하고 풍부한 직무경험이 이를 상쇄한다는 주
장도 있음.
상기 요인들이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바, EU 회원국 중에서는 사회보장제
도가 발달하고 고용보호가 강한 핀란드와 이와는 반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영국의 정책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3) 국가사례: 핀란드
고령노동자들을 위한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s)

- 1998~2002년 동안 45~64세의 국민 전체를 표적집단으로 하여 진행한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임.
- 대민(對民), 특히 대(對)고령층 정보제공 캠페인, 교육・훈련, 직무환경 개선, 기업 활용 제고 및
고령노동자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활동, 퇴직을 늦추기 위한 법령 개정 등으로 구성
- 이 프로그램의 진행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외부기관에의 평
가의뢰, 국제적인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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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 고령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된 바, 성공적인 정책으
로 평가되고 있음.
퇴직 및 연금 제도

- 복잡한 구조의 연금제도를 통합 및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질 연금수령연령도
상향조정하고자 함.
- 유연한 퇴직연령(flexible retirement scheme)을 도입하여 63~68세 사이에서 연금개시연령을 본인
이 선택할 수 있으나 늦은 연령에 수령을 시작할수록 수령액 증액 등의 혜택을 제공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및 전략

- ‘직장에서의 웰빙 프로그램’, ‘VETO 프로그램’, ‘KESTO 활동프로그램’, ‘국가 업무현장 개발 프
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고령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함.
- 2012년에는 ’2020년 일하는 삶 국가개발전략(National Working Life Development Strategy till 2020)’
을 수립하여 고용률 증대, 삶의 질 증진, 직장에서의 웰빙 제고, 직무생산성 확대를 목표로 제시

4) 국가사례: 영국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딜 50플러스(New Deal 50+)’가 2000년에 도입되어 ‘직업센터 플러스
(Jobcentre Plus)’라는 구직기관을 통해 구직자문, 구직 시 세금공제 혜택이나 직장 내 교육보조금
혜택 등을 제공함.
- 2014년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풍부하게 일하는 삶(Fuller Working Lives)’이라는 활동체계
(action framework)를 수립
연령 차별 금지법

- 2006년 ‘고용평등(연령 관련) 규정’이 발효되어 고용주가 구직자 고용 시 혹은 고용인의 직업훈련
제공 시에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 2010년 10월에 연령, 장애, 성별, 기혼유무, 인종, 종교 등 전반을 아우르는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발효되면서 상기 법령을 대체하고 있으나 고령층에 대한 차별 근절 부문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

296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퇴직 및 연금 제도

- 2011년부터 65세였던 공식적인 퇴직연령이 단계적으로 폐지
- 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바, 2020년부터 남녀 모두 66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상향조정되
었으며, 2024~46년 기간 동안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68세부터 시작하도록 단계적 조정시기를 설정
고령층에 대한 인식 변화 캠페인

- 고령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바, 정부 차원에
서 ‘고령자 환영 캠페인(Age Positive Campaign)’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고령자가 기업의 짐이 아니라 주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홍보

3. 정책 제언
가.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교육과 노동 시장의 수요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

- 고등교육을 설계함에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및 국제경쟁 속에서 산업구조의 재편을 고려하
는 것이 필요
학업 종료 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이원화 교육을 확대할 필요

-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간의 격차 또한 작은 것으로 나타나
며, 경기 악화 시 전체 실업률대비 청년실업률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현상도 적음.
-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

나. 여성 고용에 관한 시사점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로 설정

-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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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시간제 고용 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
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음,
-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함.
경력단절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임.

다. 고령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된 세부 요소들을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
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감.
- 한국의 경우에도 고령고용의 장점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
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필요

-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
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함.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 고려 가능

-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

-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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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국들은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
고,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음.

- 페루 우말라 정부는 2013년 12월 경제 및 산업구조 다변화, 산업발전 도모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국가산업발전계획(PNDI)을 수립한 데 이어, 2014년 5월에는 생산다각화계획
(PNDP)을 마련함.
- 칠레 바첼렛 정부는 2014년부터 생산다각화, 경제성장잠재력 제고,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확대,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정책(Agenda de Productividad, Innovacion
y Crecimiento 2014~18)을 추진해오고 있음.
- 콜롬비아 산토스 2기 정부는 국가개발계획(PND 2014~18)과 생산성제고계획(PTP)을 마련해
자동차/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화장품/위생용품, 의류관광산업 등을 성장엔진산업
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해오고 있음.

최근 남미 국가들의 산업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정
책 추진 경험 및 노하우 부족으로 정책 수립은 물론 수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각에서는 최근 남미 산업정책의 아킬레스건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
성을 갖춘 공무원 인력의 부재를 지적함.
- 이에 따라 많은 남미 국가들은 산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한국 등 선도 산업화 국가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희망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1)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음.

1) 남미 국가 중에서 분석대상국으로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력 파트너로
서의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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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연구에서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유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데도 주력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산업정책의 정의 및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산업정책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반영해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복지를 목적으로 비
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정부
정책’으로 정의

중남미 신산업정책의 주요 특징

- 남미 3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다음과 같은 주요 특
징을 갖고 있음.
◦ ① 단순 제조업 육성이 아닌 기존에 성공적으로 입증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중시 ② 수입대
체산업보다는 수출경쟁력 강조 ③ 혁신과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 육성 강조 ④ 민관협력을 통한
수평적 운영체계 중시 등

나.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남미 3국이 2000년대 들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①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②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③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살펴봄.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 2000년대 들어 중국 특수에 편승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남미지역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
는 크게 심화(2000년 67% → 2013년 76%)되었음.
- 특히 남미 3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66%→
82%)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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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 같은 일차산품의 높은 수출집중도로 인해 경제성장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는
점임.
- 비교대상기간(1996~2014년) 칠레, 페루, 콜롬비아 3국의 경제성장 변동성은 중남미 평균보다
크게 높았음.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 IMF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미 3국이 2000년대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성
(TFP) 증가보다는 노동투입 및 자본축적 등 요소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컸음.
- 이처럼 남미 3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활동의 부족이 지적됨.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기준으로 남미 3국의 국가경쟁력은 중남미 국가 중 중상위권
에 속하지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이후 후퇴하거나 정체상태임.
- 이들 3국이 현재의 효율성 주도형 발전단계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공통적으로 R&D 투자 확대,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다.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칠레: 성장ㆍ생산성ㆍ혁신 계획

- 바첼렛 2기 정부는 2014년부터 ‘성장ㆍ생산성ㆍ혁신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장실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추진함. 정책의 범위도 수출지원, 금융혜택
확대 등의 직접적 정책에서부터 과점행위 규제 등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간접적 정책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함.
- 둘째,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회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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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혁신기반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기술혁신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수평적 차원에서 IT 산업을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키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넷째,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이행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현지의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정부기관마다 정책이행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함. 칠레에서는 정부의 개입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고, 정부기관들 역시 이러한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없음.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생산성제고계획

- 산토스 2기 정부는 국가개발계획(PND 2014~18)과 생산성제고계획(PTP)을 추진해오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출지향적인 기업개발정책을 강조함. 콜롬비아에서 기업개발정책은 창업지원프로그램
(start-up)에 해당함.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기업개발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평적 요소와 부문별 요소를 동시에 포함함.
- 둘째,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중시함.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도입한 혁신기업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음. 그 결과, 콜롬비아 전역에 걸쳐 산업클러스터 수
가 78개로 증가했음.
- 셋째, 생산성 제고를 강조함. 이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육성산업을 기성 산업, 신규/신
흥 산업, 농산업으로 구분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봉제/의류와 같은 기성 산업, BPO&
O,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의료관광과 같은 신규 및 신흥 부상산업, 그리고 쇠고기, 유지, 새
우양식 등 부가가치 및 혁신이 가미된 농업 및 농산업 등 20개 육성산업을 선정함.

페루: 생산다각화계획

- 우말라 정부는 2014년부터 생산다각화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는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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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특정 산업을 임의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중시함. 즉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실패나 시장실
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임.
- 셋째, 수출산업 다각화를 위해 페루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관심이 높음.
- 마지막으로 기존의 비교우위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보다 천연자원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음.

라.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남미 3개국의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가능성을 평가함.

- 본 연구에서 유망 협력분야는 상대국의 정책수요 및 협력여건,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의 관심, 2015년 4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함.

칠레: 스타트업(Start-up)프로그램

- 칠레 정부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Sart-up)프로그램을 유
망 협력분야로 선정함.
-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은 국적에 관계없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
로 국내 혁신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창업기업 수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스타트
업 설립을 지원한다는 데 특징이 있음.
- 칠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임.

콜롬비아: 자동차ㆍ부품, 소프트웨어ㆍIT 서비스산업, 화장품ㆍ위생용품

- 콜롬비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ㆍIT 서비스산
업, 화장품ㆍ위생용품을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함.
◦ 이들 3대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World Class 육성산업임.

- 먼저 자동차부품산업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와 각종 FTA 네트워크
를 활용해 안데스 주변국가 및 미주시장으로의 진출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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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의 IT 기술단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IT 서비스기술단지
(Service Technology Park: BPO, Software/I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 부문에서 발전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화장품산업은 콜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재료를 활용할 경우 발전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
로 분석됨.

페루: 고급 모직물 활용 섬유ㆍ의류, 수산물 가공 및 양식업

- 페루의 경우는 알파카, 과나코, 비쿠냐 등 고급 모직물을 활용한 섬유ㆍ의류 산업, 풍부한 수
산물을 가공한 수산물 가공분야나 양식업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이들 산업은 페루 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클러스터
산업임.

3. 정책 제언
가. 산업협력 현황 및 애로사항
산업협력 현황 평가

- 먼저 수출 측면에서 한국의 남미 3국에 대한 수출은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정체 내지 하락
◦ 남미 3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FTA 선점효과 소진, 중국, 미국, 일본 등 경쟁
국과의 경쟁심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편중 심화,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 노력 미흡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

- 둘째, 우리나라는 남미 3국 중 칠레 및 페루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콜
롬비아와의 무역에서는 흑자를 기록
- 셋째, 지금까지 한국과 칠레 및 페루 간 FTA의 성과는 높은 FTA 활용률에 비추어볼 때 긍
정적인 것으로 평가
- 넷째, 중소기업의 수출이 아직까지 부진. 남미 3국의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활발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해볼 때는 아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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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투자 측면에서는 페루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칠레,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
는 매우 미미
- 여섯째, 한국과 남미 3국간의 투자는 한국의 일방적인 투자양상을 띠고 있음. 남미 3국 기업
의 대한국 투자는 매우 미미
- 일곱째, 제도협력 측면에서 한국은 남미 3국과 가장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남미 3국
은 모두 한국의 FTA 체결국임.

산업협력의 애로사항

- 먼저 남미 3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 경제 및 산업 협력 수단이
제한적임.
- 둘째,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정부간 협력(G2G)이 쉽지 않음. 남미 3국은 중남미 국가 중
에서도 가장 시장친화적인 국가여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수행되
는 경우기 많음.
- 셋째, 현지 공무원의 잦은 이동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거론됨.
- 넷째, 남미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진출, 특히 한국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거부감도 애로사항으
로 지적
- 다섯째, 한ㆍ칠레 FTA의 오랜 현안이슈인 농산물 개방도 양국간의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중
요한 요소로 작용
- 마지막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피상적 정보 및 정보의 다양성 부족, 현지 법률 컨설팅 부족, 현
지 협력선 물색의 어려움, 세제 관련 법률 컨설팅 지원의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

나. 한국의 대남미 산업협력 방향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향후 남미 3국과의 여섯 가지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함.

- ① 한국의 산업화 경험 확대
◦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신산
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점을 겨냥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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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적인 협력 추구
◦ 그간 남미 3국과의 경제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불균형적인 측면
이 많았음.
◦ 따라서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이러한 불균형적 경제관계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함.

- ③ 삼각협력 중시
◦ 남미 3국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 소득수준이 높아 선진개도국에 속하고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
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
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④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의 내실화 도모
◦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의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발적인 협력의 추진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현지에서 협력수요가 높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⑤ 남미 3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
◦ 남미 3국은 일차산품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발전단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음.

- ⑥ 남미 3국의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필요
◦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및 확대, 태평양동맹(PA)의 확장 등
미주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야 함.

다. 한ㆍ남미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
통상인프라 구축방안

- ① [통합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남미 3국이 태평양동맹(PA)을 통해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발
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국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3국을 모두 관장하는 통합형태
로 운영할 필요
◦ 남미 3국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저조한 페루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운영

- ② [한ㆍ태평양동맹 회원국간 상공회의소 통합 운영] 남미 3국이 태평양동맹을 통해 빠르게
통합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양국간에 운영되고 있는 상공회의소를 통합해 운
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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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ㆍ칠레혁신위원회 설립]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칠레와의 협
력채널로 기존 중남미 국가와 운영하는 산업협력위원회와는 다른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체
설립 필요
◦ 이를 위해 가칭 ‘한ㆍ칠레 혁신위원회’를 설립 운영
◦ 혁신위원회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 칠레를 활용한 중남미 진출 해법을 모색하는 삼각협력 등
새로운 협력모델 개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의 장(場)으로 적극 활용
◦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양국간 혁신분야에서 공동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
로 ‘한ㆍ칠레 혁신기금’ 조성

한ㆍ남미 중소기업 협력플랫폼 구축

-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수요를 반영해 상시적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
- EU가 중남미 국가와 199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중소기업협력프로그램(AL-INVEST)을 벤
치마킹해 우선적으로 남미 3국과 협력프로그램을 설립해 운영
- 중소기업협력프로그램 개발 시 중남미 현지에서 막강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자금력을 갖추
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중미개발은행(CABEI) 등 중남미 지역개
발은행의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남미 3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 지원방안

- ① [한ㆍ남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남미 3국이 갖고 있는 농산
물, 수산물, 광물 등 천연자원을 한국의 기술로 부가가치를 더해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시장
에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ㆍ중ㆍ일 외교부 중남미국장회의나 2국간 기업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의제
로 상정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필요

- ② [GVC 잠재력이 높은 생산분야 진출] 최근 TPP 타결로 GVC 생산기지로서 칠레, 페루,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진출전략 구상 필요
◦ [국별 GVC 잠재력이 높은 생산분야] 칠레: 비료, 제지 및 판지, 기계 및 기계장치, 플라스틱 및 관
련 제품 분야
◦ 콜롬비아: 전기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제지 및 판지 분야
◦ 페루: 어분, 플라스틱, 기계 및 기계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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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남미 혁신 서밋 개최

- 남미 3국에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양 지역의 대학, R&D 연구기관의 CEO로 구
성된 가칭 ‘한ㆍ남미 혁신 서밋 개최’ 필요
- 혁신 서밋은 미래지향적인 혁신분야에서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며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채널로 매우 유용할 전망

라. 국별 유망협력분야별 진출방안
콜롬비아

- 콜롬비아의 경우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산업, 소프트웨어ㆍIT 서비스, 화장품ㆍ위생용품 분야
에서 협력방안 도출
- 먼저 자동차ㆍ부품 산업에서는 고급사양 부품분야에서 콜롬비아 부품생산업체와의 전략적 제
휴,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소프트웨어ㆍIT 서비스분야에서는 원격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서비스기술단지
구축, 시스템 통합 및 관리 부문에서 협력을 제언
- 화장품분야에서는 보고타 화장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공동기술개발에 기반한
신재료 공동생산 등을 방안으로 제시

페루

- 페루와는 섬유ㆍ의류, 양식 및 수산물 가공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
- 먼저 섬유ㆍ의류 분야에서는 ①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의 브랜드파워
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방안 ② 페루의 의류 생산과 판매에서 한국 IT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③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디자인과 생산기술을 훈련하는 교육센터 설립
방안 등을 협력방안으로 제시
- 양식 및 수산물 가공분야에서는 ① 양식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② 한ㆍ페루 공동
수산물 브랜드 개발 ③ 한ㆍ페루 공동 수산물 가공과 양식 분야 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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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칠레와는 스타트업(Start-up)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
- 먼저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우리 청년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 중장기적으로는 칠레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현지 시장에 안착한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
- 그밖에 중소기업 창업분야에서 양국의 경험 공유 확대,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의 허브로 부상
하고 있는 칠레에 남미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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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2월 단행된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루어질 전망

- 미 통화당국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의 타개를 위해 다수의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정책
도구들을 양산
- 이와 관련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25% 수준까지 낮추었고 대규모 자산매입(LSAP:
Large Scale Asset Purchase)을 통해 장기국채, 주택저당증권 등의 자산 매입
- 전통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단기국채 위주로 매매하였음을 볼
때, LSAP로 인한 자산 구성은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부분을 차지
- LSAP를 통한 자산매입규모 역시 전례 없던 것으로, 총 4조 5,0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했으며
이로 인해 연준의 밸런스시트 또한 크게 증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Zero Lower Bound’에 도달한 기준금리의 인상과‘비전통적인 자
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시트를 처리하는 문제로 구분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 및 이들이 수반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각
출구전략효과에 대해 분석

- 이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이해 없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존재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통화정책 정상화 도구 및 출구전략
1)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s)
LSAP로 인해 연준의 부채인 지급준비금 역시 현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우려
를 자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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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불어난 지급준비금을 컨트롤하기 위해 2008년 10월 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 시작

- IOER은 시중은행들의 대출 및 투자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통화 창출을 억제하여 통화 공급의
급증을 방지하는 역할
- 증가한 밸런스시트로 인해 일반적인 공개시장조작만을 활용한 금리인상이 어려워진바, IOER
조정을 통한 금리인상 시사
- IOER은 0.25%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5년 12월 금리인상과 동시에 0.5%로 인상

그림 1. 실질기준금리 vs.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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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FRED).

연준은 IOER과 더불어 역레포(Reverse Repurchase Operations)를 활용하여 지급준비금의 공급
을 조정함으로써 금리인상에 대한 세부적 조율 시행

2) 밸런스시트 정상화
LSAP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밸런스시트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 역시 출구전략의
주요 요소

- 이는 전례 없이 증가한 연준 보유자산의 매각 및 축소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 단기간 내 밸런스시트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정상화 방안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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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금융위기 전후 System Open market Account(SOMA) 자산 구성 비교

자산 구분

2005년 12월 28일

(단위: 천 달러)

2015년 9월 23일

보유액($)

비중(%)

US Treasury Bills (T-Bills)

271,270,406.0

36.6

0.0

0.0

US Treasury Notes and Bonds

449,594,811.0

60.7

2,346,580,370.8

55.4

0.0

0.0

59,743.8

0.0

19,983,382.0

2.7

98,534,104.2

2.4

Federal Agency Securities

0.0

0.0

35,093,000.0

0.8

Agency Mortgage Backed Securities

0.0

0.0

1,752,619,040.3

41.4

740,848,599.0

100.0

4,232,886,259.1

100.0

US Treasury Floating Rate Notes
U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otal

보유액($)

비중(%)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연준의 총자산규모는 2005년 12월 약 7,400억 달러를 보유한 데 비해 2015년 9월 약 4조
2,000억 달러를 보유해 금융위기 전에 비해 약 5.6배 증가
- 자산 구성 관련 2015년 9월 주택저당증권의 비중은 41%, T-Bill로 불리는 단기국채는 전혀 보
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 12월에는 주택저당증권 0%, T-Bill은 37%
보유

이렇듯 밸런스시트 정상화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 5배 이상 증가한 규모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현재 연준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처리하는 문제와
직결

이와 관련 연준의 적극적인 자산 매각 혹은 자산 만기 도래에 의한 소멸 등의 방안 존재

- 최근 연준의 Forward Guidance에 의하면 몇 차례의 금리인상이 있기 전까지는 재투자를 통해
밸런스시트의 규모를 유지할 것을 시사
- 또한 자산 매각보다는 만기 도래에 의한 밸런스시트 축소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바, 매우
점진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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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화정책 정상화의 효과
LSAP를 비롯한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정상화 효과 예측
은 매우 힘든 상황

기준금리인상 속도 및 기간은 여전히 불투명하나 이에 따른 효과를 장기금리의 움직임 중심으로 생
각해볼 필요

밸런스시트 정상화는 상기된 바와 같이 만기 도래 소멸에 의해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
으나 자산 매각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 자산 매각 시 해당 자산의 시장공급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 및 수익률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 즉 밸런스시트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자산가격 하락 및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 증가

기준금리인상 혹은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는 회복국면에 접어든 미
국경제에 악영향이 될 가능성

- 금리상승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실물경제에 악영향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더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존재

- 금리인상과 미국의 회복세는 미국 자산의 매력도를 증대시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 및 이들
경제에 악영향 초래

반면 기준금리인상에도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압축된다면 이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

-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과 reaching for yield 현상 심화 가능성 존재
- 단기차입･장기대여(borrowing short-lending long) 형태의 투자전략을 취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장단기 스프레드 감소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만회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현상 발생
-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더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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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모형을 이용 상기된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미국으로의 자본 순유입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금리의 반응은 크지 않아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및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
능성 제기

3. 정책 제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급격한 자본유출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임.

- 1997년 IMF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
-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미루어볼 때 통화정책 정상화 초기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미국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도미노 효과에 의한 자본유출의 가능성 역시 존재하
므로 이에 대한 차별화된 대비책 마련 필요
- 자산 매각에 의한 연준 밸런스시트 정상화 역시 금리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
되므로 금리인상의 추이뿐만 아니라 밸런스시트 정상화 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한편 여러 차례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한국이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건전성 및 외환보유액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기타 신흥국들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점

- 특히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조치 등 다양한 정
책들은 대외건전성 개선에 큰 기여
한편 시기상조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둔화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현재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성장 둔화는 글로벌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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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년째 동결기조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기준금리 관련, 선제적 대응보다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
상화 추이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후 방향성을 책정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최근 부각된 경기둔화 가능성, 가계부채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한 금
리인상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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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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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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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가 인
프라 건설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이들 국가는 경제적으로 석유 및 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여 향후 석유 및 가스 자원이
고갈될 경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산업기반이 미흡하다고 판단함.
- 2010년 말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은 GCC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
는 계기가 됨.
- 이에 따라 비석유 부문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됨.
GCC 국가들은 경제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 이는 석유화학산업이나 여타 제조업 육성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나 원료, 장비, 부분품,
완제품 등의 국내 유입은 물론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이와 함께 물류 기반시설과 연계된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단지 등과 같은 배후단지 조성이 활발
해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물류 기반시설 및 배후단지 건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다각화 정책을‘물류허브(logistics hub) 구축전략’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응
한 우리나라의 대중동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물류허브 구축전략은 각국마다 상이한 산업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내용과 국
내외 기업의 진출 사례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좀 더 일반화하여 대중동 협력방안을 도출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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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경제다각화와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1980~1990년대 GCC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2000~10년대에
는 반대의 패턴을 보였으며 각국의 상대적인 경제 및 인구 비중도 크게 변화함.

-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9.9%와 6.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2000~10년
대 GCC 6개국의 경제성장률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규모는 GCC 전체 중 65.5%, 인구는 68.2%를 차지했지만 2014년에
는 각각 45.5%, 60.0%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UAE와 카타르의 경제규모 비중은 1980년 각각
16.1%, 3.1%에서 2014년에는 각각 24.4%, 12.8%로 증가하여 두 국가의 역내 경제활동이 여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GCC 국가들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원유 및 가스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모두 석유 및 가스 부문이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해당 국가들의 거시경제가 석유 및 가스 생산량과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 제조업은 3개국 모두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여 석유 및 가스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GCC 국가들의 석유 및 가스 부문 의존도는 재정수입 비중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UAE 및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석유 및 가스 부문 이외의 수수료, 투자 소득 등의 정부 수입 비중
이 크지만, 대부분 정부 수입의 80~90%를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충당하고 있음.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제조업 부문의 발달이 미미한 경제구조의 특징은 고용구
조에도 반영됨.

- 석유 및 가스 부문은 주로 정부 기관 및 기업에 의해 운영되면서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내국인 고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제조업 부문은 정유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
부문의 중소기업이 많아 임금수준도 낮고 근로시간도 길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의 비중이 큰 편임.
- GCC 국가들의 실업률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 질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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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면에서 GCC 국가들의 실업 대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자국민 고용우선정책은 민간부문
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GCC 6개국은 다양한 경제 리스크의 근원인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 중으로 각국별로 장기 경제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5개년 또는
연간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1970년 1차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8차 개발계획(2005~09년)부터 사우
디 경제 장기전략(Long-term Strategy for the Saudi Economy, 2005~24)의 목표에 맞춰 5개년
계획의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10차 개발계획에서는 수직적, 수평적, 공간적
다각화 등 다양한 측면의 경제다각화 추진을 강조함.
- UAE는 2010년 UAE의 건국 5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겠다는 내용
의 UAE 비전 2021을 발표하였으며 7개 토후국(emirates) 중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아
부다비와 두바이 정부는 UAE 비전 2021이 발표되기 이전인 2006~07년경부터 각각 장기 경제비
전을 개발하기 시작함.
- 이밖에 오만은 경제 비전 2020, 카타르는 국가 비전 2030, 바레인은 경제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추진 중임.
물류 부문은 기본적으로 화물의 운송과 보관을 담당하는 경제활동 분야로 경제다각화와 관련하여 연계
될 수 있는 경제적 역할은 양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음.

- 경제다각화를 위해 제조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생산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면 그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기계류, 완제품 등의 운송과 보관 활동도 자연스럽게 증가하
게 됨.
- 반대 방향으로 물류 부문이 다른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류 활동이 비효율적으로 영위된다면 생산과 수출 활동의 효율성도 떨
어질 수밖에 없음.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정책은 산업다각화를 위해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생산된 제품 및 원료의
수출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 및 경제도시와 같은 배후단지를 함께 발전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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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석유화학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 등 비석유 부문의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28개 산업도시와 대규모의 산업단지, 주거 및 비즈니스 인프라가 갖추어진 복합
신도시 개념의 5개 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있음.
- 그러나 통관절차, 수출입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은 아직도 후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주요 장애물로 작용함.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의하면, GCC 6개국의 평균과 사우디아
라비아의 물류성과지수를 분야별로 비교했을 때 대부분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2014년도 지수는 3.15로, 세계 49위이고, GCC 6개국 중에서는 UAE, 카타르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성과지수를 시계열로 살펴봤을 때 물류 인프라와 물류 역량 측면에서 성과
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서비스 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해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업환경(doing business) 지수 세부 항목 중 납세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도산처리, 신용획득, 계약
이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사업환경 순위는 49위로 중동 지역 내에서는 UAE(22위) 다
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함.
- 납세(Paying Taxes) 순위는 세계 3위로, 100점 환산 점수로는 99.23점을 기록하였으며 건설허가
획득(84.07), 전력 수급(88.11), 재산 등록(87.7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함.
- 반면 물류와 관련된 국제 교역 지수의 점수는 73.01, 세계 순위는 92위로 낮은 경쟁력을 보이는
등 물류 관련 인프라는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해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제도 및 환경적 측면에서
는 아직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2015년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5.2로 세계 29위를 차지하였으며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물류 관
련 인프라는 각각 50, 40, 41위를 기록하며 UAE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 보임.
- 그러나 현재 공항, 항만, 철도 등 다양한 물류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프라
부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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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다각화 전략을 통해 비석유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각종 소비재 및 생산재에
대한 수입도 증가함.

- 2000년대 이후 막대한 원유 수출과 함께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로 매년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중 석유 부문 비중은 83.6%로
높게 나타남.
- 수입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3.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공무원 임금 상승과 각종 복지
혜택 확대와 함께 사회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재 및 산업재 수입 규모
가 급격하게 증가함.
총수출 중 석유 부문 비중이 감소하고 차량과 기계 및 장비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총수출 중 석유 부문 비중은 84.9%였으며, 2013년에는 83.6%로 소폭
감소한 반면 석유화학제품 수출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도 이후 고유가 기조로 얻은 막대한 석유 수입은 항만,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개발
로 이어져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계,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가처분 소득 증가로 승용
차, 무선전화기 등의 소비재 수입도 급증함.
-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나 중국 및 인도 등에 대한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인
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수출, 수입 규모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

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항만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세계무대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젯다 이슬라믹 항만(Jeddah Islamic Port) 확장공사, 킹 압둘라 경제도시(King
Abdullah Economic City)의 항만 개발 인프라 투자, 얀부 산업도시 (Yanbu Industrial City) 해양
시설 개발 등 300억 달러에 달하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됨.
- 물동량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만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
며 특히 물동량이 많은 젯다와 담맘 항 등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짐.

324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항공 인프라 부문은 UAE, 카타르와 같은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공항 확장 및 신공항 건설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역내 항공 중심지가 되고자 투자를 확대함.

- 2006년 당시 연간 1,300만 명 규모였던 킹 압둘라 국제공항(King Abdulaziz International)의 이용
가능 승객수를 8,000만 명으로, 화물은 30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공항 확장 공사를 진행
하고 있음.
- 프린스 무함마드 빈 압둘아지즈 공항에 라운지, 상업지구, 터미널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도 진행
되고 있어 완성 시에 연간 800만 명의 승객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2038년까지 총 4,000만 명의 승객처리능력을 목표로 킹 칼리드 공항의 터미널 3, 4에 대한 개보수
공사와 신규 터미널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철도는 자국 내 산업단지와 다른 물류 인프라와의 연결을 주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사우디 철도기구는 국가 철도망 건설을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PPP 형태의 개발, 경제성장
지원 및 산업다각화를 위한 주변 GCC 국가와의 철도망 연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우디
철도 마스터플랜 2010~40’을 발표함.
-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와 리야드, 젯다 등의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메트로, 경전철 등의 프
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더딘 개발속도를 보이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초기 물류 정책은 자국 내 생산된 원유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2000
년대 이후에는 주요 배후단지에서 생산된 제품 수출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수출이 용이한 주요 항만과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산업
도시 및 경제도시를 설립해왔으며, 수송 및 물류 인프라 또한 이러한 배후단지와의 연계성을 바탕
으로 개발하고 있음.
- 산업도시는 1975년 설립된 주베일 및 얀부 산업도시 왕립위원회가 운영 및 관리하는 3곳과 2001
년 설립된 산업공단관리청(Saudi Industrial Property Authority: MODON)이 운영하는 28개 도시
로 분류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도시는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주거 및 비즈니스 인프라가 갖추어진 복합
신도시로, 민간 기업이 각각의 경제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라비그, 하일, 메디나, 지잔, 타북 등
총 5개 지역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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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 관련 제도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외국인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편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감세 및 금융 지원 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통관절차
및 수출입 규제를 점차 효율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자국의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현지에 투자 및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과 산업단지에 입주하
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4) 주요 진출사례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와 글로벌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배후단지 활용형, 물류거점
활용형, 내수시장 활용형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석유화학, 발전, 천연가스 등의 플랜트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한국의
S&TC는 배후단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담맘 산업도시에 진출을 결정함.
- 독일의 종합 생활용품 생산 기업인 헨켈은 생산 시설의 현지화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다른 중동 국가로 시장을 확대하고자 1998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리야드 제2 산업도시에 제품생산 공장을 건설함.
- 완구 및 유아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토이저러스(Toys ‘R’ Us)는 구매력이 높고 GCC 국가 중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확대하고자 현지에 유통센터를 설립함.
물류허브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과 함께 홍해와 아라비안 걸프 지역 연결이 가능한 입지여건을 비롯해 다
른 GCC 국가들에 비해 큰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투자 지원 또한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힘.
- 투자 절차가 복잡하고 UAE나 카타르에 비해 물류 인프라 개발 추진이 늦은 점과 사우디인 의무
고용제도 강화, 공공 부문의 느린 의사 결정과 같은 관료주의적 특성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 기회 요인으로는 물류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향후 물류 관련 산업 성장성이 높다는
것과 산업다각화 추진으로 석유화학, 제조업 분야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며,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후 역내 시장 확대가 용이한 점이 있음.
- 역내 국가간 과도한 물류 인프라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저유가로 인한 정부 투자 위축
가능성은 주요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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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물류 환경의 장단점 및 위기·기회 요인을 분석하여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지원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업 차원에서는 산업도시의 주요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석유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 위주의 진출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프로젝트 물류 분야에 대한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지 민관협력 물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지
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배후단지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PIF, SIDF 등의 현지 개발금
융기관과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공동 금융 지원방안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음.
- 불경기에 물류기업의 해외 터미널, 선박 등의 자산에 대한 정부의 환매조건부 매입과 같은 금융
지원책도 고려될 수 있음.

다. UAE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UAE는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정부 정책을
통해 물류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각종 제도 개선으로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물류허브
로 성장함.

- 두바이는 이러한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제벨알리(Jebel Ali) 항을 세계 9대 컨테이너항으로, 두
바이 국제공항을 세계 5대 화물 처리 공항으로 육성함.
- 항만 및 항공 인프라를 모두 갖춘 두바이는 해상 운송의 경제성과 항공 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해항(sea to air) 복합화물의 기항지로 주목받고 있음.
UAE가 물류성과지수에서 중동 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GCC 국가 내 최대 물류허브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카타르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UAE의 물류성과지수는 3.54로 세계 27위, 중동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으며 통관,
물류 인프라, 물류 추적 부문에서 강점을 보임.
- 물류성과지수 총점에서는 UAE가 카타르(3.52, 29위)보다 앞서지만, 카타르가 국제 수송과 물류
역량 부문에서 우세를 보임.
사업환경지수 순위에서도 UAE는 2015년 세계 22위, 중동 지역 1위를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인 사업환
경에 비해 무역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UAE 순위는 35위로 사우디아라비아(10위)와 바레인(33위)보다 뒤처져 있었으나 지난 5
년간 사업환경이 꾸준히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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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순한 물류 인프라 개선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물류 및 제조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혁신을 추구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UAE는 글로벌 경쟁력지수의 인프라 부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
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인프라 부문에서 UAE의 경쟁력은 6.3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3위였으며, 그중 운송 인프라는
세계 1위를 기록함.
- UAE 정부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추진해온 교통 인프라 개발로 인해 도로, 공항, 항만
인프라의 경쟁력은 각각 세계 1, 2, 3위를 기록함.
-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항공과 항만 인프라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금
과 같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산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UAE 내 물류 및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비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수입 및 재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석유 부문의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비석유 부문 수출 규모는 2010년 대비 1.6배 증가한 1,322억 디르함을 기
록함.
- 인프라 및 제도적 발전으로 인해 UAE를 통한 무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물류허브 기능이
강화되자 인근 지역으로의 비석유 제품의 재수출도 증가하고 있음.
재수출 비중이 높은 중계무역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UAE의 2014년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인도이며 비석유 부문 주요 수출대상국은 아랍 국가 및 인도가 차지함.

- UAE로 수입된 많은 상품이 UAE의 지리적 이점과 세금 혜택을 활용하여 이란, 이라크, 오만 등으
로 재수출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마주한 이란은 2014년 UAE 전체 재수출의 16.5%가
집중된 최대 재수출 시장임.
- 중국, 미국, 인도 세 국가로부터 UAE가 수입하는 규모는 총수입의 46.5%에 달했으며 최대 수입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에서 기계류·녹음기·음성재생기 등을 주로 수입하였고 비석유 부문 최대 수
출품인 금의 상당량을 인도에서 수입함.
- UAE의 비석유 부문 대인도 수출은 20~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최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터키, 이라크 등 인접한 아랍국가로의 수출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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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UAE의 중장기 전략 및 비전에서 구체적인 물류허브 구축전략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물류허브 구축에
대한 지향은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에서는 효율적인 교통·물류 체계
를 유지하고 세계 시장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제조업을 비롯한 비석유 부문의 산업 생산성
을 높이는 것이라 보고 있음.
- 두바이 계획 2021(Dubai Plan 2021)은 두바이가 ‘세계 경제의 주축(A Pivotal Hub in the Global
Economy)’이 되기 위해 세계 5대 무역, 물류, 관광, 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2013년 기준 UAE 항만 물동량은 세계 8위 수준인 1,934만TEU로, 전 세계 물동량의 3.0%, 중동·북
아프리카 물동량의 34.7%를 차지함.

- 제벨알리항은 중동 지역 최대 항구로 2013년 물동량 기준 세계 10대 항구에 포함되었으며 2015년
하반기 터미널 3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초대형 선박 10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처리 능력도 1,900만TEU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제벨알리항이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인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지리적 강점,
대규모 배후단지, 연계 운송수단 확보 등으로 볼 수 있음.
- UAE는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출발한 유럽행 화물을 항공기로 환적
하는 해항(sea-to-air) 형태의 복합화물 기항지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집중되고 있음.
2013년 기준 두바이 국제공항의 여객 및 화물 실적은 전 세계 공항 중 7위와 5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10대 공항 가운데 여객과 화물 규모 모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두바이가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두바이 정부의 인프라 확충
노력으로 두바이 민간항공청(Dubai Civil Aviation Authority)은 알 막툼 두바이 월드 센트럴 국제
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t Dubai World Central)을 설립하였으며 ‘두바이 공항 전략 계획
2020’의 일환으로 공항 시설 확장이 진행되고 있음.
- 더불어 두바이 정부 소유의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 Airlines)은 세계적인 항공사와
공동운항(code share) 협정을 통해 세계 항공망에 대한 연계성을 확대함.
UAE가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배후단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UAE 정부는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배후단지와 물류 인프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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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준 UAE가 운영하는 자유무역지대 34개 중 25개가 두바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UAE의
가장 대표적인 자유무역지대인 제벨알리 자유지대(JAFZA: Jebel Ali Free Zone)에는 100여 개국
이상에서 7,1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3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와 별개로 중소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전략적 형태의 특별경제지대(SEZ: Special
Economic Zones)가 운영 중으로 산업단지는 개별 토후국이 관리하며 아부다비가 3개, 두바이가
2개, 라스 알 카이마가 1개를 운영하고 있음.
수출입 관련 UAE는 관세협정에 따른 비관세,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ATA Carnet 제도 등을 운용하
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에 진출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 UAE는 2003년 이후부터 GCC 공동 관세협정에 따라 GCC 국가 간은 비관세, 그 이외의 국가에
서 수입되는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운 제품에는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의 경
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UAE는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보증제도가 통용되는 곳으로, 최대 1년간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통관서류, 보증금, 관세 등에 대한 적용 없이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임시통관증을 발부할 수 있는
ATA Carnet 제도를 운용함.
- UAE 정부는 외국 기업이 자유무역지대에 진출 시 수출입 관세를 100% 면제하고 외국인 소유권
과 과실송금을 100% 인정하며 송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4) 주요 진출사례 분석 및 시사점
UAE는 작은 내수시장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제조업보다 UAE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반제품 조립
후 재수출하는‘물류 거점 활용형’기업의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기업을 다음과 같이 물류
거점 활용형 제조기업과 물류 거점 활용형 물류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다국적 기업 캐논은 사업 입지조건이 좋은 두바이에서도 다양한 입주 혜택 및 물류 인프라를 갖춘
제벨알리를 중동 및 아프리카 물류기지로 활용 중으로 제벨알리에서 생산된 캐논 제품은 중동 및
아프리카 45개 지역 캐논 제품의 9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의 종합물류기업인 범한판토스는 우수한 물류 인프라 및 시스템,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
등 물류허브로서의 장점을 갖춘 두바이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물류허브 전략인 멜브(MELB:
Middle East Logistics Belt, 중동 물류벨트)를 구축하여 중동 진출을 가속화함.
물류허브로서 UAE의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UAE 각 토후국은 이러한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두바이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를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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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호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함.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최대 교역항인 제벨알리항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것은 약점으로 꼽힘.
- 2015년 하반기 제벨알리항 터미널 3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물류 처리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되며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UAE를 통한 중계무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UAE의 각 토후국과 인근 GCC 국가들이 모두 물류허브를 구축하고자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당경쟁으로 인해 역내 물류 네트워크의 수익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저유가
기조로 인해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물동
량 처리 능력에 한계를 보일 수도 있음.
UAE의 물류 전략 및 개발 현황과 진출 기업의 특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차원에서 UAE에 진출을 추진하는 물류기업은 현지 물류기업 인수 및 합작투자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대,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진출, 제조업 분야 중 할랄식품 가공 관련 사업에 대
한 합작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 차원에서는 물류기업간 M&A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해
외 진출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함.

3. 정책 제언
가. 산업 및 물류협력의 기본방향
물류허브 구축전략은 물류산업 자체의 육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의존도를 줄이
고 경제다각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물류산업 자체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GCC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진출이 필요함.
- 또한 UAE 등을 통해 이란,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을 고려하면 GCC
국가들과의 물류 협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물류허브 구축전략을 GCC 경제의 다각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
로 본다면 국내기업의 진출전략도 그에 대응하여 산업협력의 강화라는 전략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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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대중동 진출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건설 및 수출 부문을 통해 이루어
졌지만, 이제는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기반 산업다각화에 근거하여 물류협력과 산업협력을 연
계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임.
추가적으로 해외 진출 물류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할 것임.

- 대한상공회의소의 해외 진출 물류기업 현황 및 애로 실태조사(2014. 11. 13) 결과 가장 큰 애로사
항은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부문 첫 번째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알선, 두 번째는 국내 화주기업과
의 동반 진출체계 구축이었으며 이밖에 자금 지원 요청 비중이 16.0%, 물류 관련 법률, 세제, 현지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12.8%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한국의 대중동 물류기반 협력 기본 방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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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CC 지역 물류허브를 활용한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1) 밸류체인 기반 할랄식품 및 자동차 물류 확대
물류허브 구축전략은 단순히 물류기능의 확충만이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을 다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국내기업이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산업물류 간의 연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체와 물류기업간의 해외 동반진출은 서로 윈-윈 관계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국내기업들은 단순히 수출로서만이 아니라 현지 국가에서의 밸류체인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을 것임.

- 산업은 업종마다 상이하겠지만 다단계의 밸류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GCC 국가들은 비석유
부문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원재료 또는 최종재의 수출입
만으로는 현지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음.
- 예를 들어 자동차 부문의 경우 완성차 이외에 중고차 판매, 정비(A/S)용 부품 공급, 정비서비스,
할부금융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별로 다양한 업종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때 국내기업은 자동차 보
유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업과 연계하여 물류 및 자동차 서비스기업이 동반 진출한다
면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샤리아에 부합하도록 가공되어 무슬림들의 섭취가 허용된 할랄 식품은 원재료 선별, 가공, 생
산 등의 단계에서 할랄식품에 적합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국내 및 국제 운송과 관련한 인증
기준도 통과야 하기 때문에 밸류 체인에 기반을 둔 산업-물류 연계 진출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2)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의 이란 및 중앙아시아로의 중소 물류 확대
이란은 인구 8천만 명 규모의 거대 소비시장으로 향후 투자 활성화에 따라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이란으로의 수출은 직접 수출도 가능하지만 두바이 등지에서 단순 가공 공정이나 포장 공정을
거쳐 재수출될 수도 있어 GCC 국가들의 항만 배후단지는 이란 수출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음.
-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철도 운송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육상 운송이
가능하고,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코카서스 지역으로도 물류망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네트
워크 차원에서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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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부펀드 연계 및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물류부문 투자 확대
국내 물류기업으로서는 현지의 불투명한 통관절차, 갑작스러운 행정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 물류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
을 인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현지 소비자의 수요 패턴, 판매망 확보, 분쟁 해결, 원재료 및 부품 조달, 유통문화 등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동지역에서는 현지에서의 도심 택배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운송체계와
도로 교통망에 적응하기 어려운 국내 물류기업은 현지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면 보다 원활하
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자유무역지대 내 모듈조립라인 건설과 역내물류를 통합하는 패키지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자동차 또는 가전제품 등은 현지에서 국내 제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지 조립을 통해 가격경쟁력
을 제고한다면 판매량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며 할랄 식품도 현지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하면
물류비용이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밸류체인에 따라 물류기업이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 등과 함께 동반 진출한다면 동반 진출기
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투자도 가능할 것임.
중량화물(heavy cargo) 또는 냉장/냉동화물(refrigerating/chilled cargo)에 특화한 물류시설에 투
자할 필요가 있음.

- 중량 화물은 석유시추장비, 건설장비, 담수화설비, 철 구조물 등을 말하는데, 중동지역에는 상대적
으로 플랜트 건설 수요와 석유,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이 많아 중량화물 운송시장이 큰 데다 국내
업체들의 참여 비중도 크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현지 합작회사 설립 및 물류 패키지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금융조달이
필요하며 정부 지원,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상업은행의 지원, 현지 국부펀드의 역내 투자 수요 활
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현지 물류업 진출은 다른 업종보다 고용 창출규모가 크고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
에 정부의 금융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임.
- 물류 업종의 수익은 세계 경기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동량이 급감할 경우 중소 업체들은 일시
적으로 금융조달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때 국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분 인수 등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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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말 기준 GCC 국가들의 국부펀드는 2조 6,745억 달러로,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공동투
자기업을 설립하여 개발 목적이 강한 국부펀드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GCC 지역 전문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정부 차원에서 현지 물동량 수급 및 협력업체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관련 기업들과 공유
할 수 있는 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물동량 확보 문제는 물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물
동량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움.
- 현지 협력업체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동향에 대한 정보와 함께 현지 협력업체
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물류정보 플랫폼은 단기적으로 UAE의 두바이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젯다 등을 중심으로 2~3개
의 물류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물류 정보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물류정보 센터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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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경제 현대화’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러시아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경제 현대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00년대 초ㆍ중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
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자원 수출의존도 완화를 통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2009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정책의 연장선
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기술,
의료ㆍ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선정함.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
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2014년 말 유가 급락으로 시작된 저유가 추세,‘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맞제재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긴요한 상황인바, 경제 현대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 러시아 경제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현대화를 회피하더라도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잠재력에 의
지하여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으나, 낙후한 경제 인프라의 조건에서 자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
로 분석ㆍ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한ㆍ러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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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
1998년 위기 이후 2008년까지 러시아 경제는 고유가로 대표되는 호의적인 대외경제 환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확보, 내수 확대에 기초한 고도성장을 이루었음.

- 이 시기 러시아의 국가재정 시스템은 단기간에 적자, 지불불능, 해외신용에 대한 종속, 막대한 국가부
채에서 벗어나서 흑자, 상당한 규모의 외화보유액, 세계 최저 수준의 국가부채를 자랑하게 되었음.
그러나 러시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겪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으
며, 러시아 경제는 2010년 이후에도 2014년까지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
가지 못했음.

- 러시아 경제는 2000~07년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급락과
자본 유출 확대로 2009년에 -7.8%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함.
-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부터 유가가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
제는 2010년 4.5%, 2011년 4.3%, 2012년 3.4%, 2013년 1.3%, 2014년 0.6%로 연속적인 하락세
를 보였음.
이는 위기 전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기존의 에너지 자원 생산ㆍ수출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더는 유효하
지 않음을 의미하며,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천연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
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 경제 전반에서 석유ㆍ가스 부문의 비중이 대략 21~25%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의 수출 구조에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광물자원(mineral resources)
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3, 2014년 기준 70% 이상에 달함.
-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유가, 에
너지 수요 등 세계 경제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도 제한된
다는 의미임.
- 또한 그동안 고수익을 보장했던 석유ㆍ가스 관련 부문들이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흡수하면서 다
른 부문들, 특히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점도 문제임.
이러한 배경 아래 2009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본격적
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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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09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 기술, 의료ㆍ제
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하는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했으며, 2012년 5월 3기 푸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의지는 한층 강화되었음.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은 2011년 발표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발전전략’과 이에 기초한
부문별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은 경제 현대화와 혁신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 할 수 있음.

그림 1.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러시아 혁신 경제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혁신ㆍ산업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ㆍ시장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
R&D 역량 강화

목표

⇔

신산업, 신시장 개척

⇔

인적자원
잠재력 개발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경제 → 혁신 기반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
• 혁신/우선분야 추진과제 명확화(선택과 집중) → 선도형 전략
• 우선분야 외 → 모방ㆍ응용을 통한 추격형 전략

추진
방향

에너지 효율 기술, 원자력 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우주 기술 및 전자통신, 의료 기술 및 제약

5대 우선
분야

⇑
배경

▷ 세계 경제에서 기술 발전 가속화
▷ 자원 수출 기반 발전 모델의 한계 봉착

자료: 저자 작성.

1) 목표와 추진 방향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발전전략’과 해당 전략 마련의 기초가 된‘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장
기 사회ㆍ경제 발전 개념’, 그리고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한 2009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기고문‘전진, 러시아’와 2012년 1월 당시 총리였던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우리 경제의 과제에 대하
여’를 바탕으로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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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 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R&D 역량 강화, 새로운
산업 및 시장 개척, 인적 자원 잠재력 개발 등임.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방향은 러시아가 경쟁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되, 이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추격형 발전전략을 수행하는 것임.

2)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
경제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 기관인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ㆍ혁신 발전 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ㆍ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신 소기업
지원 재단(FASIEST), 러시아벤처컴퍼니(RVC), 대외경제은행, 로스나노 등 다양한 기관들 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음.

그림 2.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

(컨트롤타워) 대통령 산하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ㆍ혁신 발전 회의
↑↓
전략이니셔티브청
↑↓
스콜코보 재단
혁신
프로젝트

→

↑↓
FASIEST

→

RVC

→

↑↓

대외경제은행

→

숙성된 기술
비즈니스

↑↓
로스나노

러시아 혁신지역협회
자료: РВК(2013),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РВК на 2014-2016 годы, p. 16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3) 프로그램 차원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2월‘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 발전 전략’을 확정하면서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음.

- 혁신발전전략 2020은 혁신 경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1단계(2011~13년)와 실질
적인 혁신 지원을 확대하는 2단계(2014~20년)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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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14년에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5대 우선분야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에너지 효율성 및 에
너지 개발’,‘원자력 산업단지 발전’,‘정보사회 2011-2020’,‘우주 활동 2013-2020’,‘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을 확정했음.

그림 3.‘혁신발전전략 2020’의 주요 목표와‘혁신발전 및 경제 현대화’범주 국가 프로그램 현황

〔전략〕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발전전략
전체 산업생산에서 기술 혁신 관련
기업의 산업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40~50%까지 확대

세계 첨단 제품ㆍ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5~7개 이상 분야에서 5~10%까지 확대

세계 첨단 제품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2%까지
확대

국내총생산(GDP)에서 혁신 부문의
부가가치율을 2020년까지
17~20%까지 확대

전체 산업생산에서 혁신 제품 비중을
2020년까지 25~35%까지 확대

GDP 대비 R&D 투자를 2020년까지
2.5~3%까지 확대하고, 이 중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절반 이상으로 증대

러시아 과학자의 논문 발표 건수를
2020년까지 세계 과학저널 전체
발표 건수의 3%까지 확대

Web of Science 검색 기준 러시아
과학자의 논문 1편당 인용 건수를
2020년까지 4건으로 확대

세계 200대 대학 순위에 러시아 대학 4개
진입(2010년 기준 1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특허청을 통한 러시아 개인 및
단체의 특허출원 건수를
2020년까지 2,500~3,000건으로
확대

전체 R&D 지원 규모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을 25%까지 확대

〔국가 프로그램〕혁신발전 및 경제현대화
과학 및 기술 발전
2013-2020

경제 발전 및 혁신 경제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원자력 산업단지 발전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개발

정보사회 2011-2020

우주 활동 2013-2020

교통 시스템 발전

대륙붕 매장지 개발을 위한
조선 및 기술 발전
2015-2030

항공 산업 발전
2013-2025

무선통신 및
전자 산업 발전

임업 발전 2013-2020

천연자원 재생산 및 이용

농업 발전과 농산물, 원료,
식료품 시장 규제
2013-2020

수산업 단지 발전

대외경제 활동 발전

군산복합체 발전

자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http://government.ru/programs(검색일: 2015. 11. 20)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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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 정부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평가,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
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현대화가 러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또한 경제 현대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 효율적인 메커니즘 운영, 강도 높은 구조개혁
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정책적ㆍ금융적 수단을 통한 민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촉진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공유함.

다.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혁신 부문의 현황 및 평가
러시아의 혁신 부문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4~15년 러시아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 4.96으로 총 144개국 중 53위를 기록했으며, 혁신은
3.29로 65위, 제도(97위), 상품 시장 효율성(99위), 금융 시장 발전(110위), 생산 효율성(86위) 등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함.
- 2014년 글로벌 혁신 지수는 39.1로 총 143개국 중 49위를 차지했으며, 제도, 시장 성숙도, 창의
생산, 사업 성숙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이는 투입요소가 적절히 활용되어 양질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데 기인하며, 낮은 R&D 투자율과 정부 부문의 높은 비중도 경제 현대화와 혁신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
으로 지적됨.

- 2013년 러시아의 GDP 대비 총 R&D 지출액은 1.12%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36%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이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 해당 연도 러시아의 총 R&D 지출액에서 정부 부문이 68%, 민간 부문이 28%를 차지해 기업보다
는 정부가 R&D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따라서 R&D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투입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혁신 부문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현대화 중점 분야별 국제협력의 특징
경제 현대화의 5대 우선 분야 중 에너지 효율성, 의료ㆍ제약,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
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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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성 분야의 경우, 현지 인프라의 대부분이 낙후되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크지만,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제품이 7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생산을 현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의료ㆍ제약 분야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의료ㆍ제약 시장이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 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을 위해 의약품
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에 이어 정부조달에서 외국산 의료기기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음.
-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
으로 성장하고 있음.

- 이는 러시아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1. 경제 현대화 중점 분야별 현황과 외국기업 진출의 특징
현황
에너지 효율성
의료ㆍ제약
정보통신

외국기업 진출의 특징

- 인프라 낙후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여지 큼.
- 수입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생산의
현지화

-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 기록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 선호

-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
-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관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 보유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ㆍ러 협력의 필요성
현재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신뢰외교 차원에
서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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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응용과학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과 기초과학 기술 강국인 러시아가 협력하여 시장성이 높은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한다면 양국 비교우위 분야의 바람직한 결합이 될 것임.

또한 한ㆍ러 양국의 혁신 부문 기업간 협력은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우위
분야의 결합을 통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이는 한국과 러시아가 세계 시장의 빠른 기술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며,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 편향되었던 한국의 산업기술 협력을 다변화하는 데도 이바지
할 수 있음.

나. 경제 현대화 관련 한ㆍ러 협력방안
1) 한ㆍ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한ㆍ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동시 개최
한국과 러시아의 혁신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공동위
개최 시에 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데도 용이할 것임.

- ‘한ㆍ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혁신 벤처기업인들 간의 기술 및 투자 정보ㆍ수
요 파악, 네트워크 강화, 비즈니스 모델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초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국제 협력 가능성이 큰 에너지 효율화, 의료ㆍ
제약,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좀 더 집중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임.
또한 포럼의 민간 주도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각각 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 포럼을 준비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러시아는 러시아벤처컴퍼니 또는 스콜코보 재단이 담당하고, 한국은 아래에서 언급할 모스크바
KIC와 국내 KIC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 관계 설정
경제 현대화 관련해서 한ㆍ러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혁신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바,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 KIC 개소
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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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현지의 유관기관들은 주로 정부 부처 및 현지 기업들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KIC가
보다 통합적이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형성하
고 있는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과 협력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한ㆍ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낸다면, 향후 모스크바 KIC의 위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임.

3) 한ㆍ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
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한ㆍ러 기술 협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인
바, 한국의 학문후속세대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러시아의 전략기술 보호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기술, 우주ㆍ항공 기술 등의 분야에 유학생을 파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현대화와 직결된 에너지 효율화, 의료ㆍ제약, 정보통신 분야 등은
러시아가 높은 기초과학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분야이므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이들은 러시아의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보, 네트워크 장벽을 넘어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창
조의 대륙’비전 실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4) 러시아의 기술ㆍ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러시아는 지난 2005년‘러시아연방 특별경제지대에 대한’연방법(No. 116-FZ)을 제정하여, 입주 기
업에게 행정 장벽 완화 및‘싱글 윈도(single window)’원칙 적용, 법인세ㆍ토지세ㆍ교통세 등 세율
인하, 비관세지대 적용 등의 혜택과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음.

- 특별경제지대는 네 가지 형태, 즉 산업ㆍ생산(9개), 기술ㆍ혁신(5개), 관광ㆍ휴양(7개), 항만ㆍ물류
(3개)로 구분됨.
- ‘기술ㆍ혁신’ 특별경제지대는 산업기술 잠재력이 큰 연구 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는데, 현재
‘두브나(Dubna)’, ‘상트페테르부르크’, ‘젤레노그라드(Zelenograd)’, ‘톰스크(Tomsk)’, ‘이노폴리
스(Innopolis)’ 등 총 5개이며, 인큐베이터 공간 제공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러시아 중소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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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용이
한‘기술ㆍ혁신’특별경제지대를 러시아 경제 현대화 관련 한ㆍ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특별경제지대의 혜택, 인프라 등 여건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충분한
답사와 특별경제지대 입주 조건 협의를 거쳐 진출을 결정해야 함.

5) 한ㆍ러 경제현대화ㆍ혁신 부문 포털 개설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 현대화ㆍ혁신
부문 포털을 구축하고,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양국 기업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면 민간 부문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임.

- 현재 한국에서 러시아 정부의 산업 정책과 러시아 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포털이 존재
하지만, 업종 또는 분야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정보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ㆍ혁신발전회의의 홈페이지(http://www.i-russia.ru)를 비롯
하여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경제현대화 또는 혁신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러시아어가 가능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워 투자 정책 및 시장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음.
특히 양국의 관련 기업은 물론, 검증된 기술협력 컨설팅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

표 2.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관련 한ㆍ러 협력방안

한ㆍ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ㆍ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동시 개최

- 양국 혁신 벤처기업인들 간 기술 및 투자 정보ㆍ수요 파악, 네트워크 강화,
비즈니스 모델 등 논의
- 초기에는 에너지 효율화, 의료ㆍ제약, 정보통신 분야 등 러 경제 현대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 관계 설정

- 모스크바 KIC 개소를 통해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 지원
-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 러 경제현대화 정책
관련 유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한ㆍ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공 사례 발굴ㆍ확산

한ㆍ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 양성

러시아의 기술ㆍ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 러‘기술ㆍ혁신’특별경제지대는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 용이한 바, 러 경제 현대화
관련 한ㆍ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

한ㆍ러 경제현대화ㆍ혁신 부문 포털 개설

- 한ㆍ러 정부간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
현대화ㆍ혁신 부문 포털 구축
-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 지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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