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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4,300여 개의 경제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의 경제
특구들은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를 포함한 타 지역의 경제특구는 그렇지 못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중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해 두바이가 경제특구
와 비즈니스 허브 정책을 역동적이고 혁신적 경제성장을 달성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
가되면서 그 성공 비결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물론 동아시아 국가에 지정된 모든 특구들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고, 흰 코끼리(white elephant)와
같은 존재도 있음.
- 그러나 일부 성공사례가 부각되면서 특구를 운영 중이거나 특구운영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은 이
들 성공사례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경제발전 수단으로 특구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
도상국들에 일종의 정책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집필되었음.

본 연구 대상으로 우선 한국의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국의 상해와 홍콩, 싱가포르
와 두바이를 채택함.

- 그 밖에 아시아 지역의 특구 중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일부 특구도 연구대상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싱가포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이스칸다르(Iskandar) 특구는 지정 초기에
비해 현재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낮아져 있고,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고, 베트남의 경우도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더 많아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본 연구는 산업단지형 특구와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성공요인과 정책을 살펴본
바, 산업단지형으로 성공적 특구는 마산자유무역지역, 상하이 특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음.

- 특히 이들 지역은 주변 산업 클러스터와 함께 해당 국가의 산업 및 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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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로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를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였고, 한국의 인천경제
자유구역도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새로운 혁신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특구유형으로 분석하였음.

일반적으로 경제특구의 유형은 경제발전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대부분 산업단지형 경제특구는 제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시작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
면서 산업단지형에서 보다 더 복합적인 형태로 전환되는데, 특히 기업의 투자환경뿐만 아니라 주
변 정주여건과 연구개발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로 진화하게 됨.

1세대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제조단지형 경제특구는 국내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 전후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특구 유형임.

-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점차 현대적 개념의 특구, 즉 국내경제와의 연계
가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 또는
그런 지역을 지정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중국특구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을 하고 각종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특구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를 2세대 특구 유형으로
분류함.

글로벌 환경변화, 환경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등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특구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는
보다 광범위하고 상호 연계된 유형의 특구임(3세대 특구).

- 즉 1세대와 2세대의 특구 유형이 융합되고 저탄소와 녹색성장의 소위 생태산업파크(eco-industrial
park)와 같은 개념의 특구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3세대 특구라 할 수 있음.

1세대 유형이건 3세대 유형이건 특구의 특정한 유형과 무관하게 경제특구의 성공은 반드시 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의 상황과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개발되어야 함. 이런 전제하에 국가의 장기발전
계획, 상업적 타당성, 타깃 시장, SOC의 접근성, 숙련노동자와 기술혁신 능력 등이 성공의 전제요인이
되고 있음.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7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산업단지형 특구 성공사례: 마산자유무역지역, 중국 상해특구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형 특구의 성공사례로 마산자유무역지역(제2장)과 상해(제4장)의 특구를 대상
으로 연구하였음.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1971년에 지정된 이후 수출가공구역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탁월한 지정학적 위치 및 주변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로 한국 수출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였고, Sony, Nokia 등 다국적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 외화획득뿐만 아니라 고용창
출, 기술이전, 특히 국내기업과의 R&D 연계를 통한 기술협력이 한국 국내기업의 역동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음.
-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여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되
고 있는 상황임.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이러한 성과로 인해 세계 수출가공구협회(World Economic Processing Zone
Association)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둔 수출가공구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개발
도상국의 외자유치를 위한 가장 성공한 모델로 추천되기도 함.

- 단위당 외화가득률이나 생산성도 타이완의 가오슝특구와 비교해도 월등히 우월한 성과를 거둔
특구이기도 하였음.
-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산업단지와의 성과비교에서도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단위당 생산량, 수출량,
노동생산성, 외화가득률 등에서 우위에 있음.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00년대 들어 세계화와 개방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
의 입주기업들까지도 Global Value Chain을 활발히 이용하게 되고, 한국정부의 매우 공세적인 FTA
체결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일종의 관세자유지역으로서 특혜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서 상당한 도
전에 직면해 있음.

- 아울러 한국정부가 산업 및 경제정책과 연계를 통해 동 특구가 지속적으로 진화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했으나, 정부는 필요시 다른 유형의 특구를 타 지역에 지정함으로써 마산자
유무역지역은 중앙정부의 특구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정체되어있는 상태임.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단순히 단지 내 인프라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특구 내 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
가가치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고, 한국정부의 다발적 FTA 체결로 인한 특구 기능의 전환 등을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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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해특구 사례로, 중국정부는 1980년부터 개혁개방을 위해 다양한 특구를 지정하였음.

- 특구의 지정 목적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외자유치 등의 일반적 특구지정 목적 외에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시장경제제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 상해는 경
제발전의 국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지정하였고, 이들 특구간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상해
가 경제, 금융, 무역, 물류 그리고 혁신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해에 지정된 경제기술개발구(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s),
푸동신구(Pudong New Area),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s), 그리고 최근에 지정된 자유
무역지역(Free Trade Zone)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특구가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혁신경제
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고,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현재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 분석하였음.

상해의 성공요인으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국가 정책과 지방정부의 목
표를 연계하여 성공한 것을 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상해를 개혁과 개방의 선도 지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상해의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지원을 통해 상해를 발전시켰음.
-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중앙정부는 특구를 지정하고, 그 운영은 지방정부에 맡겨 특구운영
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들 수 있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상해의 특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정되었음.

- 먼저 상해경제기술개발구(Shanghai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는 중앙정
부의 해안도시 개방정책에 따라 지정되었고, 푸동신구(Pudong New Area)의 경우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완성하고 상해를 글로벌 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정되었음.
- 상해자유무역지역(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은 중국경제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 중
심으로 전환시키고, 산업의 고도화와 중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지정된 특구임.

상해의 지리적 장점도 상해가 특구 중심의 정책에서 성공하게 된 요인임.

-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상해는 모든 제도와 발전모델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특히 경제기술개발구과 푸동신구는 부동산, 세금, 금융, 노동, 이민, 관세 관련
분야에서 정책을 실험하는 곳이었음. 이러한 개혁은 중국정부가 개혁정책의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였고, 중국정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성공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음.
- 상해의 경제특구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지역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기능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발전해 나갔음. 예를 들어 경제기술개발구는 단순 기술구에서 새로운 고도산업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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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산업단지로 전환되었고, 공간적으로도 하나의 지구에서 여러 개의 지구로 확대되었음.
상해특구의 관리기구는 민간기업과 같은 효율적인 행정운영체제를 도입하였고 개발 초기부터 경
제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 역시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었음.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를 보장했고 세금도 초기에는 면제될 수 있는 특혜를 보장하였음.
- 이러한 성공요인에도 불구하고 상해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PP와 TTIP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의 무역질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TPP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매우 엄격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조건에서도 글로벌 스
탠다드를 요구하고 있어 중국이 당분간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 중국정부가 변화하고 있
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나.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 성공사례: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는 산업단지형 경제특구보다 광범위하고 특히 무역이나 금융, 물류허브와 같은
서비스 활동이 매우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나 도시를 지정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는 물류와 금융허
브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로서의 역할도 함.
-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의 경우 산업단지형 특구와는 달리 개발과 성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다국적기업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지역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 비즈니스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CT,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우수한 교육여건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주여건들과 같은 하드 인프라 스트럭처가 중요하며, 영어의 공용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행정의 편의성, 전문인력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 스트럭처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허브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싱가포르, 홍콩 등임.

싱가포르의 경우 50년 사이에 저개발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로 전환되었고 가장 혁신
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도시국가로 발전한 대표적 성공사례임.

- 1965년 독립 이래로 가장 다이내믹하고 혁신적인 경제로 전환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했으며, 금융, 무역, 물류 서비스의 허브로 발전함.
- 싱가포르의 모든 제도는 가장 투명하고 선진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숙련노동자와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앞서 언급한 비즈니스 허브의 전제조건으로서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가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원스톱서비스, 기업과 개인에 대한 경제적 자유 보장과 기업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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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그리고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지리적 장점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 허브국가
중 하나로 인정됨.
- 본 연구보고서의 제5장에서는 싱가포르가 어떻게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비즈니
스 허브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혁신경제 전
환정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분석함.

홍콩 역시 가장 선진화되고 개방된 도시로서 아시아의 대표적 비즈니스 허브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임.

- 본 보고서의 제6장에서는 홍콩이 어떻게 아시아의 비즈니스 및 금융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체제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공요인에 대해 분석함.
- 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홍콩의 성공요인은 혁신과 기술정책, 산업진흥정책, 자유무역과 자본
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매우 높은 경제적 자유도, 투명한 법제도와 경영환
경, 낮은 세금, 훌륭한 교육 인프라, 산업진흥 정책, 훌륭한 인재 공급, 그리고 중국과의 밀접한
지리 경제적 관계 등임.
- 홍콩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혁신주도의 성장 메커니즘, 자유시장경제 환경,
선진화된 법제도, 효율적인 규제정책 등임.
- 홍콩이 이미 매우 성공적이고 그 성과를 인정받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허브 도시로서 타 국가
들이 넘볼 수 없는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는 있지만, 홍콩 역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함.
- 우선 싱가포르, 동경, 서울을 비롯한 주변 도시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상해나 선전
과 같은 주변 도시들과의 경쟁에서도 현재와 같은 월등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함.
- 또한 다국적기업의 발전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심화로 인해 그동안 중개무역상에 의해 국가
간 무역이 이루어지던 것이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간 협력으로 전환되면서 홍콩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중개무역지로서의 기능이 더 약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홍콩의 무역성장률 저하와 무역규모의 절대적 감소는 홍
콩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임.

두바이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비즈
니스 허브 중의 하나로 성공한 도시임.

- 두바이 정부의 엄청난 인프라 분야 투자로 두바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허브 중 하나가 되었음.
- 두바이 국제공항은 연 7,000만 명의 승객을 유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이 되었으며, 항공물
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5년의 경우 약 250만 톤의 물류가 두바이 국제공항을 거쳐감.
- 1985년에 설립된 제벨알리 자유구역(JAFZ: Jebel Ali Free Zone)은 두바이의 이러한 글로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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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connectivity)과 공급망(supply chain)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음.
- 현재 JAFZ는 두바이 GDP의 약 20%를 기여하고 있으며 두바이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과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제7장에서는 두바이의 성공 스토리와 연계하여 JAFZ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였음.
- JAFZ의 성공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두바이가 글로벌 물류허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역할, 그
리고 두바이의 생산기지로서 JAFZ의 기여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현재 직면한 도전적 요인들과
정책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했음.
- 두바이의 성공요인은 다른 특구의 성공요인과 공통점이 많음. 먼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
리적 조건과 함께 20억 명의 소비자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서 물류허브로 성공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수출 인프라에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정부 내 일관된 정책과
리더십으로 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 물류허브의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임.
- 또한 정부의 원스톱서비스를 포함한 최적의 행정지원 및 경제적 자유보장, 투자자의 편의성을 도
모하는 은행과 병원 등을 비롯한 최상의 정주여건, 투명한 제도를 비롯한 비즈니스의 편의성, 투
자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기업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
고 이를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들 수 있음.
- 또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모든 세금이 없으며 자유롭게 이익
100%를 자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모든 세금에서 100% 자유로움.
- 뿐만 아니라 JAFZ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에는 전력 및 통신을 비롯해 모든 인프라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창고나 전시장 등을 비롯해 각종 건물도 장단기 임대가 가능함.
- JAFZ의 성공요인은 특구로서의 혜택도 있지만 주변의 Dubai Industrial Park, Dubai Investment
Park 등과 같은 주변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호간 기능적 분업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것임.
- 이들 non-free zone에 입주한 기업들은 JAFZ 특구와 같은 특혜와 인프라의 수혜를 누리나 JAFZ
내의 기업들이 경공업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주변 클러
스터 내의 기업들은 로컬 기업들과 반드시 연계를 해서 생산해야 함.
- none-free zone 기업들은 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변 GCC 국가들과의 무역을 전제로 비
즈니스가 이루어짐.
- 두바이의 비즈니스 허브 전략은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1970년대 원유 중심의 수출
에서 현재는 주 수입원이 관광(25%), 부동산과 건설업(23%), 금융서비스(11%), 무역(16%), 재가
공을 통한 수출(15%)로 전환되었고, 현재 원유수출을 통한 수입은 GDP의 약 6% 정도로 줄어들
었음. JAFZ는 초기 물류허브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이
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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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당히 도전적인 요인들도 있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두바이의 인프라와 제도는 전 세
계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해 투자되었으나, 실상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장벽들이 많이 존재하
고 있음. 심지어 GCC 개별 회원국의 통관절차나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두바이의 장점들이 극
대화되는 데 장애요인들이 되고 있음.
- 또한 두바이가 아직까지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서비스나 제조업에서의
고부가가치화 또는 산업간 고부가가치 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나, 최근까지의 통계를 봐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또 하나의 과제는 수출산업의 다각화임. 현재 두바이의 경우 50% 이상이 금이나 보석류의 가공을
통한 수출임. 또한 그 밖의 수출상품에서도 대부분 낮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연계가 부족한 상황임. 싱가포르와 홍콩이 1960년대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고
부가가치의 전기, 화학, 바이오, 제약 분야로 급성장한 것에 비교하면 두바이의 경우 아직은 보완
해야 할 과제가 많음.
- 또한 물류허브로서 두바이의 지리적 장점은 두바이만의 장점이 아님. 콰타르(Quatar), 바레인
(Bahrain), 그리고 UAE 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서
향후 이들 지역과의 경쟁관계에서 어떻게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느냐도 관건임.
- 아울러 인적자원 부족도 문제임. 현재 에미레이트인 노동자들은 전체 UAE 노동자의 5%밖에 되
지 않음. 향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이들 전문인력을
어떻게 유치하느냐도 큰 문제임.

마지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시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으
로 포함하였음.

- 한국정부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과감한 개방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역임.
-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여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임.
-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지
리적 위치로 볼 때 가장 유리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2016년 현재까지
외자유치 실적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체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 진척도에서도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높은 상황임.
-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해외언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구정책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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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기도 함.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이 인접해
있고, 중국을 비롯해 세계로 연결되는 인천항만이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 클러스터와
의 인프라 연결 또한 매우 우수함.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Samsung Biologics를 비롯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산업들이 입주해 있음. 인천경제자유
구역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며, R&D를 위한 유수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대학도 유치되어 있으며, 국제기구들 역시 다수 입주해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한국의 여타 경제특구에 비해 가장 우수함.
-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의 성과는 그
리 높지 않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기업들에만 특구의
혜택이 주어지고 한국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기업들과 협력
하여 공동으로 생산 네트워크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미래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에도 외국인투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과잉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콘셉트가 중복되고 상호 과당
경쟁의 우려가 있어 각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지역은 과감하게 지정 해
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의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야만 하며 one stop
service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다 더 보강할 필요
가 있음.

3. 정책 제언
제8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6개 경제특구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종합하여 핵심적인
성공요인들을 정리하였음.

- 먼저 특구 유형을 산업단지형 경제특구와 비즈니스 허브형 경제특구로 분류하여 각각의 성공요인
을 분석했고, 특별히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어떤 경제특구 유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제안하였음.
- 아울러 경제특구정책은 잘 운영하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성장(innovative growth)을 가능하게 하
지만, 동시에 매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동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면 흰 코끼리와 같
은 존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음.

경제특구정책을 운영하는 데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첫째,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법체제를 보장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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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정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둘째,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지원보다는 앞서 본문에서 언급된 최고수준의 소프트 및 하
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투자자에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셋째, 경제특구를 지정하기 이전에, 특구에 대한 계획과 디자인 그리고 실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선행되어야 함. 특구정책은 매우 높은 비용을 동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흰 코끼리와 같은 존
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정 이전에 특구에 대한 수요, 시장의 상황, 연계성, 주변 클러스터 여
부, 공급망, 비즈니스 환경, 토지와 노동력의 공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함.
- 넷째,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위한 교육체제 설립이 중요함.
특구 내의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됨. 따라서 이런 산업의 발전 추세에 따라 노
동력 역시 공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체계를 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특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학습을 통한 산업 업그레
이드를 도모해야 함.
- 여섯째, 특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각 생산요소들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일곱째, 특구와 특구 외 국내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기업들이 특구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의
일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산업발전과 함께 사회 및 도시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홉째, 특구정책은 매우 긍정적 경제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비용이 동반되고 위험성
이 높은 정책임. 따라서 특구의 성과를 매년 평가함으로써 모든 특구를 모니터링하고 성과가 부진
한 특구들의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열 번째, 산업단지형 특구와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 고유의 성공요인들을 자국의 상황에 반영하여
특구정책을 기획해야 함.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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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는 1991년의 경제위기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3.1%로 성장
해왔음.
- 하지만 2009년 이후 짧은 기간의 조정기 이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평균적으로 2.5%로 성장
하며 2009년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세계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투자와 무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2003년 이전까지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의 변동성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함.

-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낮은 성장률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낮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우리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국내소비와 무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전 세계
적인 투자 및 무역의 감소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직접적 요인(proximate cause)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최근 그리고 향후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야기
하는 근본적인 요인(fundamental cause)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의 많은 정책연구들은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끼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고령화, 불평등, 중국
의 재균형(rebalancing)을 거론하고 있음.
- 한편 대표적으로는 브렉시트와 같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불평등에 의해서 야기된
지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구조적 변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화, 불평등, 중국의 5개년 계획, 그리고 브렉시트의 효과를 추정하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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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의 고령화의 영향

중국, 일본, 미국과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그
영향을 수요 측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서 전이경로를 분석함.

노인부양지수(청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비율(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출산
율(가임가능 여성당 아이의 수)과 같은 고령화 지수와 소비, 투자, 고용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함(표
1 참고).

- 회귀식 (1)과 (3)에서 노인부양지수의 증가는 한 국가의 고용과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보여줌.
- 회귀식 (2)와 (3)에서 출산율의 증가는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 이는 여성이 보다 많은
아이를 가지면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보이는데, 생산에서 노동공급과 자본 사이의 상호보완
성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판단됨.
- 회귀식 (3)의 노인인구비율과 고용 간 (-)의 상관관계는 고용이 총노동인구와는 (+)의 상관관계,
총노인인구와는 (-)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

표 1. 고령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노인부양지수의 로그값

(1)
소비의 로그값

(2)
투자의 로그값

(3)
고용의 로그값

-0.889**

-0.392

-1.013***

(-2.08)

(-0.34)

(-3.66)

0.631

-0.105

0.475*

노인인구비율 로그값
출산률
상수

(1.30)

(-0.09)

(1.90)

-0.047

-0.203*

-0.104***

(-1.45)

(-1.83)

(-5.23)

11.415***

10.705***

2.673***

(42.94)

(17.38)

(11.19)

연도더미

Y

Y

Y

관측대상 수

4,071

3,897

4,036

수정 결정계수

0.735

0.414

0.741

주: 1) 괄호 안의 값은 t 값.
2)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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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국들의 고령화의 영향도 상당하기는
하나 우리 경제 자체의 고령화의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예측됨.

- 고령화가 지금의 추세로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고령화 심화는 2020년경에는 3.3%, 주변 3개국
을 포함한 고령화 심화는 4.4%의 우리 경제의 GDP 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예측됨(그림 1 참고).

그림 1. 고령화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단위: %)

[미국·중국·일본·한국의 고령화]

Aging in South Korea Only

Aging in All Fou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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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한국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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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계산.

- [표 2]는 고령화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 측면에서 요인분해한 결과로, 고령화의
GDP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1이라 할 때 국내수요를 통한 영향은 큰 반면에(-1보다 작
음), 수출과 같은 해외수요에 의한 영향은 작은 것으로(-1과 0 사이) 나타남.

표 2. 수요 측면 요인분석: 고령화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연도

내수

수출

수입

순수출

2016

-1.221

-0.225

-0.446

0.221

2017

-1.335

-0.196

-0.686

0.490

2018

-1.400

-0.105

-0.598

0.492

2019

-1.364

-0.096

-0.526

0.430

2020

-1.312

-0.118

-0.480

0.362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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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의 불평등의 영향

중국, 일본, 미국과 우리 경제의 소득불평등 증가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
하고 그 영향을 수요 측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서 전이경로를 분석함.

소득 상위 10%, 5%, 1%, 0.1%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소득 비중 그리고 전체 소득분포로부터 도출
된 불평등 지수(inverted Pareto-Lorenz coefficient)와 소비, 투자, 고용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
함(실증분석결과 표 3 참고).

- 회귀식 (1)과 (3)의 경우 상위 10%와 0.1%의 소득비중은 소비, 투자, 고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회귀식 (2)의 경우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소비, 투자,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각 소득비중의 향후 증가율과 소비, 투자, 고용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체적인 불평등의
심화가 한 국가의 소비, 투자,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
- 반면 전체적인 소득분포로부터 도출된 불평등 지수(inverted Pareto-Lorenz coefficient)는 소비,
투자, 고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음.

표 3. 불평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소비의 로그값

(2)
투자의 로그값

(3)
고용의 로그값

-0.039

-0.142*

-0.042*

(-1.19)

(-2.03)

(-1.92)

0.060

0.148

0.039

소득 상위 10% 그룹의 소득 비중
소득 상위 5% 그룹의 소득 비중
소득 상위 1% 그룹의 소득 비중
소득 상위 0.1% 그룹의 소득 비중
불평등 지수의 로그값
상수
연도더미
관측대상 수
수정 결정계수

(1.45)

(1.65)

(1.37)

0.083*

0.211*

0.073**

(1.80)

(1.93)

(2.28)

-0.146*

-0.356**

-0.104**

(-2.01)

(-2.39)

(-2.08)

-0.171

-0.004

-0.120

(-0.86)

(-0.01)

(-0.64)

12.848***

12.602***

2.731***

(37.58)

(20.68)

(12.06)

Y

Y

Y

379

379

379

0.818

0.700

0.659

주: 1) 괄호 안의 값은 t 값.
2)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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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전체적인 영향력은 고령화보다는 적
은 것으로 예측되며 주변국들의 불평등의 영향도 우리 경제 자체의 불평등 영향만큼이나 상당한 것으
로 판단됨.

- 소득불평등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불평등 심화는 0.9%, 주변 3개국을
포함한 불평등 심화는 1.9%의 GDP 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예측됨(그림 2 참고).

그림 2. 불평등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단위: %)

[한국의 불평등 심화]

[미국·중국·일본·한국의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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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계산.

- [표 4]는 소득불평등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 측면에서 요인분해한 것으로 불평등의
GDP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1이라 할 때 국내수요를 통한 영향이 상당히 큼(-1보다 작음).

표 4. 수요 측면 요인분석: 불평등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연도

내수

수출

수입

순수출

2016

-1.929

0.181

-0.748

0.929

2017

-5.008

2.447

-1.718

4.164

2018

-6.970

5.849

-0.114

5.963

2019

-2.763

2.212

0.328

1.884

2020

-1.949

1.358

0.331

1.027

자료: 저자 계산.

- 반면 수출과 같은 해외수요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인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상위
1%의 소득증가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2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다.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영향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그 영향을 수요 측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
서 전이경로를 분석함.

- [표 5]는 정량적 영향 분석을 위한 가정으로서 우리 분석모형에 적용 가능한 것만을 제시함.

표 5.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가정
GDP 연평균 증가율

가정

6.5%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6.6%

도시화율

3.9%p 이상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5%p 이상

R&D 투입의 GDP 대비 비중

0.4%p 이상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
기간

6.5%
2016년~2021년

자료: 임호열 외(2016), ｢중국의 2016년 경제운용 방향 평가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기에는 해외수요를
통한 효과가 크나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국내수요를 통한 효과가 증가함.

-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우리 가정과 같이 진행될 경우 2020년경 약 0.8%만큼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그림 3 참고).

그림 3. 중국 5개년 계획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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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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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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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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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은 중국 5개년 계획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 측면에서 요인분해한 것으로
중국 5개년 계획의 GDP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1이라 할 때, 국내소비와 해외소비를
통해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초기에는 해외소비를 통한 영향력이 크나
그 이후에는 국내수요를 통한 영향력이 큼.

표 6. 수요측면 요인분석: 중국 5개년 계획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연도

내수

수출

수입

순수출

2016

0.156

1.188

0.406

0.781

2017

0.398

0.983

0.520

0.464

2018

0.561

0.815

0.512

0.303

2019

0.722

0.774

0.590

0.184

2020

0.692

0.851

0.587

0.264

자료: 저자 계산.

라. 브렉시트의 영향

브렉시트의 영향을 우리 경제에 대해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무역에 대한 보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함.

- [표 7]은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설정한 시나리오임.

표 7. 브렉시트에 대한 시나리오
영국-EU

영국-EU 비회원국

영국-한국

시나리오 1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시나리오 2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MFN)

시나리오 3

최혜국대우(MFN)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시나리오 4

최혜국대우(MFN)

최혜국대우(MFN)

최혜국대우(MFN)

브렉시트 현실화 시점

2018년 4/4분기

브렉시트가 일부 국가에는 이득을 안겨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득보다는 손해가 클 가능성이
높음.

- [표 8]은 시나리오별 각 국가의 GDP 순위를 보여주며, 대체적으로 시나리오 1 혹은 2에서 각
국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므로 일반적ㆍ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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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한편 각 국가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8. 각 국가의 시나리오별 GDP 순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호주

1

2

3

4

캐나다

1

2

3

1

중국

4

2

1

2

체코 공화국

1

2

3

3

덴마크

1

2

3

4

핀란드

4

1

3

2

프랑스

1

2

4

3

독일

1

2

3

4

그리스

4

3

2

1

인도

1

2

4

3

이탈리아

1

2

4

3

일본

1

3

2

4

멕시코

4

3

1

2

폴란드

1

3

2

4

루마니아

1

3

4

2

한국

4

1

2

3

스페인

1

4

3

2

스웨덴

1

2

4

3

영국

1

3

2

4

미국

1

3

4

2

기타 국가

1

3

4

2

첫 번째로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는 국가 수

16

2

2

2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는 국가 수

0

10

5

7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는 국가 수

0

8

7

6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는 국가 수

5

1

7

6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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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전략

고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중국의 5개년 계획 모두 주변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중요하기는 하나 우리
경제의 국내수요를 통한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국내수요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측이 필요하며 해외와
관련된 변수보다도 국내수요와 관련된 변수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의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는 우리 내수를 통한 간접적인 충격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중국으로부터
의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우리 산업구조를 조정 및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나. 출산장려에 따른 상충효과를 고려한 정책 제고의 필요성

출산장려에 따른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 모두를 고려해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있음.

- 출산 장려는 단기적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를 줄여서 노동공급을 줄임과 동시에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상호보완성 때문에 자본투자 또한 줄일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 출산장려는 미래 노동인구를 늘려서 마찬가지로 노동과 자본의 상호보완성에
의해 자본투자 또한 늘릴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출산장려를 통한 성장정책을 마련할 때 이 두 가지 상충효과를 염두에 두고 최적의 노동인
구 증가율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여성의 출산 이후에도 경력 단절화 등의 요인으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다. 소득그룹별 역할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전체 소득분포로부터 나온 소득불평등 지수를 통한 정책 입안보다는 각 소득그룹별로 어떤 기여를 하
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함.

- 우리의 단순한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 혹은 0.1%의 사람들의 소득비중은 경제 전체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비중은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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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예측됨.
- 통계청의 보다 면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계층이 우리 경제에 전체적으로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라. 무역자유화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 강화

일반적,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는 많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나 그
영향력의 정도는 각 국가의 특성 및 그 국가가 다른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지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대체효과
와 시장의 규모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영향이 결정될 수 있음.

따라서 우리가 무역자유화에 관한 협상에 임할 때 우리 측과 상대 측의 이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양 측이 협상 성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
할 필요가 있음.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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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소비, 저금리, 고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1) 조짐
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그동안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국가들에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경제 역시 저성장, 저소비,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 세계 수입의 감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과 대만은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온 국가들로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 2015년 한국과 대만의 무역의존도는 각각 88.1%, 99.1%로 전년대비 하락했으나,2) 미국(23.2%),
일본(32.6%), 독일(70.7%)3)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충격을 피하기 어
려운 상황임.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8년까지는 3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
대로 하락하기 시작해 2013년 17.2%로 감소함.

- 이는 2009년부터 중견기업이 따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 수출통계에서 제외된 면도 반영되었으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물량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함.
- 또한 외국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중
소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함.

1) 뉴노멀(New Normal)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부상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일컫는다. 벤처캐피털리스트 로저 맥너미가
2003년 처음 제시하였으며, 세계 최대 채권운용회사 ‘핌코(PIMCO)’의 최고 경영자 무하마드 앨 에리언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
의 탄생’(2008)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뉴노멀을 언급하면서 널리 퍼졌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던 신흥국들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가 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정부 부채 증가·규제 강화
등의 뉴노멀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올드노멀과 구별하기 위해 뉴노멀이라 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꾸준하게 3% 이상
의 성장을 해왔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질서를 일컬어 올드노멀이라 함(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검색일: 2015. 11. 4).
2) 이는 유가하락,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한 세계교역량 축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내수 확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의존도의 감소로 해석.
3) 미국, 일본, 독일의 무역의존도는 2014 통계이며, 한국통계청(KOSIS) DB에서 인용(검색일: 201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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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서민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및 청년실업문제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경제교류 비중이 큰 대만은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국내산업
이 더욱 축소되는 상황4)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국과 대만 기업 구성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5)의 활로는 대외경쟁력 강화, 즉 중소기업
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함.

본 연구는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 대만과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상황을 비교하고 양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상황은 사례조사로 분
석하여 대만 중소기업이 우리와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함.
- 대만정부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조사하고, 정책 시행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비교

수출통계를 비교하면 최근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 추세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양국 모두 세계경기 불황 속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성과를 내면서 수출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 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경쟁력 저하를 바로 의
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4) 대만경제부투자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102.8억 달러로 대만의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
외투자규모인 73억 달러보다 1.4배 많은 규모로서 대만 전체 해외투자의 약 58%를 차지함. 특히 대중국 투자의 대부분이 제조
업 종사 기업이어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
5) 2013년 기준 한국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7.5%(한국 중소기업중앙회 2015년도 중소기업 현황), 대만은 전체
사업체 수의 97.6%, 종사자 수의 78.3%를 중소기업이 차지함(SME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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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 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함.

간접수출 수치를 포함한 대만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들어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직접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특히 최근에 주력
산업인 전자부품 수출의 급감으로 인해 비중이 더욱 축소됨.
- 하지만 대기업 수출품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간재 납품으로 유추한 간접수출 수치를 포함하면 대
만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
출을 포함한 전체 수출 비중은 2003년 29.7%에서 2010년 43.4%로 상승하였고 2014년에 48.1%
로 최고치를 기록함(표 1 참고).
- 간접수출 비중을 전체 수출 비중으로 나눈 간접수출 기여율은 2003년 39.1%, 2010년 62.7%,
2014년 6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경제가 2000년대 들어 대기업 중심 구조
로 변하는 중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직접수출 위주에서 대기업을 통한 간접수출 위주로
변해온 것임.

표 1. 대만 중소기업 수출 비중 변화
(단위: %)
2003년

2010년

2014년

전체수출 비중

29.7

43.4

48.1

직접수출 비중

18.1

16.2

14.6

간접수출 비중

11.6

27.2

33.5

간접수출 기여율

39.1

62.7

69.6

주: 1) 직접수출 비중 = (중소기업 직접수출액/전체 수출액)*100
2) 간접수출 비중 = (중소기업 간접수출액/전체 수출액)*100
3) 전체수출 비중 = 직접수출 비중+간접수출 비중
4) 간접수출 기여율 = (간접수출 비중/전체수출 비중)*100
자료: 魏聰哲 外(2014); 吴淑妍(2015); 經濟部中小企業處(2005)를 참고하여 저자 계산.

- 간접수출의 증가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대만 중소기업이 최종상품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대기업과 GVC로 연결되면서 협력하여 세계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의미이
며, 대기업 또한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사
슬 내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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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을 산출해보면 2009년 이후 중견기업을 제외하여 생긴 변동을
제외하면 비중 변화가 없음.

-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집계 통계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된 2009년 이후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은
7%대 수준임.6)
- 그러나 직접수출 비중은 2000년 36.9%에서 2008년 30.9%, 2009년 21.1%에서 2013년 17.2%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음(표 2 참고).

표 2. 한국 중소기업 수출 비중 변화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수출 비중

48.1

45.4

44.4

41.6

38.7

28.5

28.4

26.1

28.3

25.0

직접수출 비중

36.9

32.4

31.9

30.7

30.9

21.1

21.1

18.3

18.8

17.2

간접수출 비중

11.2

13.0

12.5

10.9

7.8

7.4

7.3

7.8

9.5

7.8

간접수출 기여율

23.3

28.6

28.1

26.2

20.2

26.0

25.7

29.9

33.6

31.2

주: 1) 직접수출 비중 = (중소기업 직접수출액/전체 수출액)*100
2) 간접수출 비중 = (중소기업 간접수출액/전체 수출액)*100
3) 전체수출 비중 = 직접수출 비중+간접수출 비중
4) 간접수출 기여율 = (간접수출 비중/전체수출 비중)*100
5) 2009년부터 수출통계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집계하였으므로, 위의 2009년 이후 수치에는 중견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이준호 외(2010); 중소기업중앙회(2010, 2015b);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DB(검색일: 2015. 10. 19)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포함한 전제 수출 비중의 감소는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이 증가
하면서 전체 수출 비중도 늘어나는 모습과 대조적임.

- 즉 대만 중소기업은 간접수출 비중 증가가 직접수출 비중 감소보다 커서 전체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은 간접수출 비중의 정체와 직접수출 비중의 감소로 전체 수출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임.
- 양국 중소기업 모두 간접수출까지 고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및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만은 증가추세이고 한국의 경우는 감소추세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이 차이는 주로 수출 연관 GVC에 대한 양국 중소기업의 참여양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2000
년대 이후 대만경제의 대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직접수출보다는 수출 대
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GVC 참여를 늘려왔기에 대기업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가치사슬을 통해 기여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증가로 이어졌음.

6) 경제부 산하 중화경제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간접수출에 대한 추계를 하는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관련 공식 통계가 매우 부족하
다(｢중소기업 수출 통계 엉터리｣ 2015. 1. 14 참고). 오동윤(2012), 이준호 외(2010)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중소기업청, 중
소기업중앙회)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의 모기업 납품액과 기업 규모별 납품 비중에 기초하여 간접수출액을 추계함. 두 연구자는 동
일한 실태조사 보고를 이용했으나 표본처리방식, 중견기업 포함 여부 등 분석방법이 달라 직접수출 비중 등의 연구결과에 차이
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준호 외(2010)의 방식으로 추정함(자세한 추계방법은 이준호 외 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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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 및 수출 구조가 형성ㆍ유지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수출 대기
업의 가치사슬 내 참여도를 올리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도약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됨.
- 예를 들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전화의 경우 삼성, LG 등 수출 대기업들이 주요한 부품을
자사 공장이나 수직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는 등 가치사슬을 내재화하고 있어 외부 중소기업의 참
여가 쉽지 않았음.
- 2000년대 한국 대기업들은 휴대전화, 컴퓨터, 선박, 자동차 등의 수출을 크게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가치사슬 참여도 증가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진입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간접수출 비중은 정체되었고 직접수출 비중 감소와 함께 전체 수출 증가의 완만한 하락으로 이어졌음.

나.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비교

2015년 10월 TiVA 데이터에 따라 대만과 한국의 ‘GVC 참여도(GPI: GVC Participation Index)’7)를
보면, 2011년 기준 대만은 67.6, 한국은 62.1을 기록하여 자료에 포함된 61개 국가 또는 경제권 가운
데 대만이 2위, 한국이 6위를 차지함(그림 1 참고).

- 대만이 한국에 비해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나라 모두가
GVC 참여라는 측면에서 세계 주요 경제권 가운데 정상급 수준에 있다고 평가됨.8)

그림 1. 2011년 GVC 참여도 비교: 한국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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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참여 도

자료: OECD TiVA GVC Indicators(2015).

7) ‘GVC 참여도(GPI: GVC Participation Index)’는 ‘후방(backward) 참여도’와 ‘전방(forward) 참여도’로 구분되며, 두 참여도의 합
으로 한 나라의 전체적인 GVC 참여수준을 측정한다. 후방참여도는 한 국가의 총수출에서 수입된 투입(imported input)이 차지하
는 비중으로 정의되고, 전방참여도는 한 국가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 가운데 제3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투입으로 사용된 비중
으로 정의됨. 전자는 해당 국가가 수입된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출에 활용한 정도로 GVC 참여 정도를 나타내고, 후자는 자국이
수출한 부품이나 원자재가 다른 나라의 수출에 활용되는 정도라 할 수 있음.
8) 이는 흔히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공유한다고 알려진 일본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남. 일본의 GPI는 47.5로 한국과 대만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특히 후방 참여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일본이 강한 내수 부품산업을 바탕으로 국산부품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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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나라의 참여도를 후방과 전방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소의 차이가 나타남.

- 후방참여도에서 대만은 43.5, 한국은 41.6으로 각각 6, 8위에 올랐다. 이는 두 국가 모두 수입된
부품이나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을 보여줌.
- 반면 전방참여도에서는 대만이 24.1, 한국은 20.5로 대만이 다소 앞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중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음.
- 이는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수출에서 수입 투입의 비중이 높지만, 수출품의 구성에서 한국이 대만에
비해 최종재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반면, 대만은 상대적으로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다소 높다는
점을 보여줌.

두 나라의 차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면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남.

- OECD TiVA 자료는 2000, 2005년, 2008~11년의 참여도 수치를 보여주는데, [표 3]에서 보듯이
총참여도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대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고, 2000년대 내내
대만의 참여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두 나라간의 참여도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가 2010년 이후
다소 간격이 좁혀졌음을 알 수 있음.

표 3. GVC 참여도 변화 추이: 한국과 대만(2000~11년)
2000

2005

대만

53.4

64.4

한국

50.5

57.7

2008

2009

2010

2011

69.6

64.1

67.1

67.6

63.5

59.0

61.3

62.1

총참여도 (A+B)

후방참여도 (A)
대만

32.2

37.4

44.1

37.8

41.7

43.5

한국

29.7

33.0

41.6

37.5

39.2

41.6

전방참여도 (B)
대만

21.2

27.0

25.5

26.3

25.4

24.1

한국

20.8

24.7

21.9

21.5

22.1

20.5

자료: OECD TiVA GVC Indicators(2015. 10).

이를 다시 전방, 후방 참여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만의 후방참여도는 32.2(200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44.1까지 증가했다가 2009~10년 감소한 이후 2011년에는 43.5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9.7, 2000)에서 시작해서 2009년에 이르면 격차를 상당히 줄
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다소 벌어지는 모습을 보임.
- 한편 전방참여도를 보면, 2000년대 내내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다 2011년에 이르면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35

TiVA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점을 요약하면, 한국과 대만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GVC에 참여하고
있음. 동시에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후방참여도의 확대, 즉 수입된 원자재나 부품을
활용한 수출이 GVC 참여 정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대만의 경우는 2000년대 내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방참여도를 유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9)

다. 휴대폰 산업에서 본 한국과 대만의 GVC 참여방식의 차이

휴대전화산업은 IT 분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GVC에서 한국과 대만은 주요 수출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전체 IT 산업에서 휴대전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음.

하지만 양국이 GVC에 참여하는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
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한국의 대표 휴대전화업체는 세계 시장점유율을 2000년대 후반
꾸준히 높였고, 2014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약 25%의 점유율을 기록함.
- 동시에 이 한국기업들은 대부분의 휴대전화를 자사의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며, 주요한 부품을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음으로써 가치사슬의 상당 부분을 내재화하고 있음.

표 4. 세계 휴대전화 판매점유율 상위 10대 업체 추이

(단위: %)

2005

점유율

2010

점유율

2014

점유율

노키아

32.5

노키아

28.9

삼성전자

20.9

모토롤라

17.7

삼성전자

17.6

애플

10.2

삼성전자

12.7

LG전자

7.1

마이크로소프트

9.9
4.5

LG전자

6.7

리서치인모션

3.0

레노보

소니-에릭슨

6.3

애플

2.9

LG전자

4.0

지멘스

3.5

소니-에릭슨

2.6

화웨이

3.8

세젬

2.0

모토롤라

2.4

TCL

3.4

파나소닉

1.4

ZTE

1.8

샤오미

3.0

벤큐

1.4

HTC

1.5

ZTE

2.9

산요

1.3

화웨이

1.5

마이크로맥스

2.0

기타

14.5

기타

30.6

기타

33.5

자료: Gartner.

9) 물론 TiVA 데이터만으로 GVC 참여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앞서 언급한 가치사슬 내부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참여나 가치사슬 내에서의 고도화와 같은 문제, 나아가 중소기업의 GVC 상의 역할은 국가 수준에서 종합(aggregate)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GVC 참여에 대해 국가간의 비교가능한 수치를 추출할 수 있고 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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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휴대전화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 브랜드 휴대전화의 GVC에서 수
행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반면 대만의 중소기업은 전문위탁생산(EMS: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업체와 부품공급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우선 대만 중소기업들은 주로 휴대전화 생산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중저가부품을 생산하는 분야에
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Tsan 외(2012)가 애플과 HTC 스마트폰의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만의 소규모 부품업
체들은 대체로 부품가 10달러 이하의 중저가대의 표준화된 여러 가지 부품들(케이스, 터치스크린,
카메라모듈, 키패드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 이는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주로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메모리나 LCD 패널 같은 소수의 분야
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저가부품에서는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약하다는 점에서 대
조적임.10)
- 휴대전화 GVC 참여양상에서 또 다른 차이는 대만 전자제품전문위탁생산(EMS) 업체의 강세인데,
이들은 브랜드업체로부터 제품사양을 제공받아서 부품을 조달하고 이를 조립생산하여 브랜드 제
품으로 공급하는 전문생산서비스 제공자들임.
- 이 업체들은 특정한 구매자나 브랜드에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
며, 부품조달과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 복수의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러한 전문업체를 통해 생산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조립생산을 외부화
하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고, 위탁생산업체들은 다수의 업체들을 상대로 함으로써 생산
비용절감과 학습효과를 추구함.11)

그 결과 매출액을 중심으로 선정한 2014년 세계 10대 EMS 제공업체에 애플 제품군의 위탁생산업체
로 유명한 Hon Hai 그룹(폭스콘)과 Pegatron 등 3개 대만업체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은 10대는 물론 50대 기업 리스트에도 하나의 기업을 올리지 못했음(표 5 참고).

10) Tsan, W. N., Chang, C., Lin, B. C., Han, W. Y., & Chu, N. S(2012), pp. 177-188.
11) Sturgeon T., & Lee J. R(2005), pp.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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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4년 세계 10대 EMS 제공기업
Rank

Company

Headquarters

1

Hon Hai Precision

Taiwan

2

Pegatron

Taiwan

3

Flextronics

Singapore

4

Jabil

United States

5

New Kinpo Group

Taiwan

6

Sanmina

United States

7

Celestica

Canada

8

Benchmark Electronics

United States

9

Shenzhen Kaifa Tech.

China

10

Universal Scientific Industrial

China

자료: Manufacturing Market Insider(2016), “Top 50 EMS Providers.”12)

휴대전화 위탁생산에서도 대만업체들의 역할은 두드러지는데 Foxconn, Arima, Compal, Pegatron,
Wistron, Inventec 등의 대만 EMS 들은 전세계 휴대전화 위탁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업체들은 애플, 노키아, 모토롤라, 소니모바일, 블랙베리 등 주요한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 화웨
이, 레노보, 샤오미 등 주요 중국업체들의 휴대전화를 계약생산하고 있음.13)

종합하면 휴대전화산업 사례의 분석은 한국과 대만이 해당 산업의 GVC에 참여하는 형태에서 대조적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이 대기업 위주로 브랜드 제품 생산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중저
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보다 규모가 큰 업체들은 전문위탁생산업체로
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대기업들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
만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들과 가치사슬
로 연결되어 있음.
-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의 참
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 쉽지 않았음.

12) Manufacturing Market Insider(2016), “The MMI Top 50 Press Release”(검색일: 2016. 5. 11).
13) 조 철 외(2013), 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제1권]: 주요 제조업종(기계산업, 석유화학, 이동통신기
기)의 경쟁구조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671, pp.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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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사례 분석과 시사점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중소기업이 GVC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
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늘리고 연구인력을 보강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임.
- 둘째,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의 중요성으로, GVC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들
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전략을 들 수 있음. 사례기업들은 시장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공장이나 판매망을 설립하였음. 특히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시장이 회복되
었을 때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임.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를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됨.

- 다수의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조기 FDI로 진입한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었음.
- 또한 대만 경제부 산하 기술처는 중소기업이 첨단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공유토록 하여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였음.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한 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음.

마.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
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
력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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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센터의 운영

-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특히 해외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둘째, 적극적인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지원

- 대만정부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해왔음.
- 신흥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를 199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목표 신흥시장(중국, 인도, 인
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상황에 부합하는 제품군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셋째, 해외기업 매칭

-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 우리나라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넷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형성

-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
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의 협력으로 공동
기술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개선하여 해외진출
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 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대만의 신흥시
장을 타깃으로 한 수출 확대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필요성 검토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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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당면과제에서 지원기관별로 상이한 각종 제도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 통합과 수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원제도의 접근성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편리하다는 의견보다
많으며, 이는 지원제도의 체계가 복잡하여 기업이 적합한 제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애로요인
과도 연계되어 있음.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처, 국제무역국, 공업국, 상업사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
부처들은 모두 대만 경제부 산하조직으로 모든 지원업무가 경제부라는 단일부서에 통합되어 있어 정책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단일창구를 통해 제공되는 효과를 내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대만의 사례를 우리 상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지원제도 체계의 복잡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보임.

2)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14)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수에 대한 일률적이
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근본적인 체질개선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됨.

-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이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기업의 요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도 제시됨.

다수의 기업에 대한 균등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의 대만의 성공 기업사례를 보면 상품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제공한
정부지원이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14) 중소기업중앙회(2015), p. 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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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중점산업을 선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대만정부에서 지정한 중점육성산업15)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육성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 주요 업종별 ‘인큐베이션 센터’를 조성하여 각 업종에 적합한 멘토링과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자리잡을 때까지 육성함.
- 중소기업처는 미국, 유럽, 아시아 및 신흥 시장에 국제 창업기업 육성 협력 플랫폼을 설치하여
해외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 해외
네트워킹 등 맞춤형 창업지원을 제공함.
- 또한 선발된 기업들이 대기업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해외수주를 받고 국제협력이 가능하
도록 지원함.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설립 초기
의 위험부담을 경감토록 지원(사무공간 제공, 마케팅, 법률, 회계 등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확대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즉 중점육성이 필요한 기업을 조사하여 국내에서의 해외진출 준비단계부터 사후 관리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선별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검토를 고려해볼 수 있음.

3) 신흥시장 정보 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
신흥시장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해외진출 대상지로서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대만은 최근 신흥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산층이 지향하는 높은 품질이나 적정한 가격수준을 추구하는
소비패턴이 대만 상품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출대상지로서 신흥국을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만은 17년 전인 1999년부터 이미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 프로젝
트(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을 시행함.
- 이 프로그램에서는 목표시장, 목표소비군, 제품의 범위 및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16) 시장
수요, 혁신 R&D, 생산설계, 글로벌 마케팅 등 네 가지 부문에 대해 혁신 R&D 생산 플랫폼, 글로
벌 마케팅 통합 플랫폼, 환경조성 플랫폼을 구성하여 수출확대를 지원

15) 6대 핵심 신흥산업, 4개 스마트산업, 10개 주요 서비스산업, 전통산업의 현대화 산업(환경보호, IT, 그린 에너지를 전통산업에
결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고부가가치·국제화·기술에 중점을 둔 서비스업
16) 목표시장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며, 목표 소비군은 연평균 소득 8,000~1만 2,000달러 정도의 신흥 중산
층 가정으로 설정함. 또한 제품 범위를 동급 제품보다 제품 품질이 높은 시장의 가격 지배자와 제품가격이 동급 제품보다 낮은
시장 품질경쟁자로 설정했으며, 제품유형은 의식주·운송·기계·여가 관련 최종재 493개 제품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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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글로벌 마케팅 통합 플랫폼(해외전시 마케팅, 해외바이어 초청, 글로벌 마케팅 채널 구축,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 통합서비스, 산업이미지 제고)과 환경조성 플랫폼(시장정보, 인재육성, 성
과확산)은 아주 구체적인 부문까지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17)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상품도 신흥시장의 이러한 소비성향에 적합한 수출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됨.

- 우리나라도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KOTRA는 중소기
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 전략 산업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서비
스가 미흡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대만의 신흥시장에 집중된 중소기업 진출지원전략의 벤치마킹
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나.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
기업의 해외생산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함.

1)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육성하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의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 협력관
계의 형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음.

17) 2015년 상반기에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는 18억 6,000만 달러에 달함.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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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
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2) FDI 유치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생산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대만기업의 GVC 참여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
치를 하여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기인함.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수 있으
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3)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으로 GVC 참여 확대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생산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과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음.
-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ㆍ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벤
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 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
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
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됨.
- 우리도 우리나라와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해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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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15년 평균 -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위기 이전 기간
2003~07년 평균 19.1%의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세계교역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이후, 2010~11년 높은 세계교역
성장률을 보이며 위기로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듯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세계교역 증가
세가 둔화되면서 한국 수출증가율도 감소함.

그림 1. 세계 교역 및 한국 수출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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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계교역은 수출과 수입의 합계.
자료: IMF WEO(검색일: 2016. 7. 26).

주: 국제수지 상품수출.
자료: 한국은행(검색일: 2016. 11. 14).

이미 그 증가율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세계교역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전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현 수준에서 정체하거나 혹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과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기저에 흐르
고 있던 신보호무역주의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임.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대외부문에 의존하는 많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임.

-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증가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의 경제성장률 감소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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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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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계열, 실질.
자료: 한국은행(검색일: 2016. 11. 14).

본 연구에서는 수출증가율을 다시금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제약과 수출
간 관계에 주목함.

- 글로벌 가격 및 수요에 관한 기존 연구는 수출 감소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만, 정책활용도 측면
에서는 금융제약과 수출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이 매우 유용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금의 공급 및 수요 측 요인에서 기인하는 금융제약
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업 및 산업 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자금 공급 측 금융제약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수준(firm level) 자료를 활용, 수출기업과 주거래은
행의 관계에서 과연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충격이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수출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자금 수요 측 금융제약을 보기 위해 산업수준(industry level)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금융제약
정도에 따라서 수출변동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함.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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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수준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 자금의 공급 측면 금융제약이 수출 감소에 기여하
고 있음을 발견함.

외부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공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충격은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
는 수출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기업 고정효과 모형, 변수전환에 대한 강건성 검증
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기본결과는 유지됨.

은행의 건전성 지표 악화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업특성변수별로 상이함.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은행부문의 건전성 지표에 더욱 민감한 것을 보였으며,
산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나. 산업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자금의 수요 측 금융제약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 결과
에서 역시 금융제약이 수출 감소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산업별 금융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로 차입금 의존도와 유형자산비율을 사용함.

-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유형자산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산업으로 해석함.
- 실증분석 결과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하여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즉 차입금 의존도가
낮거나 유형자산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함.

금융제약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특성변수별로 상이함.

- 앞서 기업수준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산업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
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과 산업별 금융제약을 통제한 상황에서 금
융제약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함.
- 수출품목에 대한 성질별 분류에서는 차입금과 유형자산의 제약이 소비재에 비교하여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재의 경우 유형자산비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재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소비재 가운데에서도 자유소비재는 금융제약에 민감
한 것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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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위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다음에 제시되는 세 가지 정책적 논의도 금융부
문에 초점을 맞춤.

가.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위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건전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의 증가가 기업의 수출증대와 관
련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출심사 개선을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기존 대출관행의 상당 부분은 오랜 기간 구축되어온 은행ㆍ기업 간 관계망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고,
이는 현 경제발전단계의 한국경제에 적합하지 않음.

- 채무자와 채권자 간 비대칭정보의 문제로 은행 입장에서는 수출기업의 사업에 대한 장래성을 판
단하는 역량이 부족할 경우 기존 거래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
- 이러한 기존 관계망을 이용한 단순한 대출관행은 금융시장이 작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발
전 초기 단계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른 경제에는 적합하지 않음.

한국의 은행들도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개선이 요구됨.

- 여러 분야 새로운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자금을 장래성 있는 신규 기업(혹은 신규 산업)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물론 은행의 대출심사 개선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금융시장 전반의 규모의 성
장, 질적 발전과 심화가 전제되어야 함.
- 단 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이를 반영하는 대변수(proxy variable)인 자기자본이익률이 증가
하는 것이지, 정책의 목표를 자기자본이익률 증가 자체에 맞추는 것은 자칫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대출심사 개선의 핵심은 결국 은행이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ㆍ산업을 올바로 구분해내고, 이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제약을 해소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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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효과 인지

은행, 기업, 그리고 정부는 기업특성별ㆍ산업분류별로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계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함.

- 특히 정부는 금융제약을 변화시키는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 수단을 통해 수출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활용에서 부문별 상이한 효과의 인지가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에서 보인 기간별ㆍ기업특성별ㆍ산업분류별로 금융제약과 수출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정리하고 관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평시 vs. 위기기간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한 한국 기업수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은행 건전성 악
화에 의한 수출 감소효과가 위기기간 특별히 증폭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었음.
이는 한국의 경우 금융제약과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 경기순환보다는 중ㆍ장기적 경제성장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따라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중ㆍ장기적 정책대응이 요구되며, 이것은 산업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개별 기업 부채비율 vs. 산업수준 차입금 의존도

- 교차항을 포함한 계량모형 분석을 통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주거래은행
의 건전성 지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출 감소가 확대되는 것을 보임.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
업일수록 한 단위 은행 건전성 지표의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대의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정책효과의 관점에서는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은행 건전
성 지표를 수단으로 하는 수출증대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냄.
- 하지만 산업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에서는 외부자금 의존도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기업
수준에서 보인 실증분석 결과와는 다름. 즉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해 차입금 의존도가 낮은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출 감소효과가 완화되었는데, 기업수준
과 산업수준에서 외부자금 비중이 금융제약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개별 기업 수준과 산업수준에서의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며 학술적으로도 데이터 집계 수준의 차이가 어떠한 유의미한 연구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흥미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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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vs. 중소기업

- 기업수준 및 산업수준 패널 분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제약에 의한
수출 감소분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금을 마련하는 출처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제약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금융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수출지원이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으
로 기대함.

산업별

- 산업별 은행 건전성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한데, 수출규모 상위 4개 제조업 업종 가운데
특히 금속가공(제조업 총수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교역규모로 보았을 때 상위 네 번째에 해
당)의 경우, 간접금융의 비중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수출이 매우 민감함.
- 따라서 금속가공업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이 수출증대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다. 미시적 금융정책

수출증가율을 진작시키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자칫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 거시경제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이 크지 않은
기업과 산업에는 과도한 신용공급을 야기함.
-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금융제약이 수출에 기업별ㆍ산업별로 상이하게 영
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관련 미시적 금융정책을 고안하는 데 매우 유용함.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임.

-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명목상 금융시장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강한 경기부
양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의 수출증대 및 기업부문 대출확대와 관련하여 금융제약
을 줄이는 수단으로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여러 효과적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장점은 부문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별ㆍ산업별 금융제약
이 수출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매우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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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야기하게 될 금융구조 및 거시경제적 변화를
예측해보고 그에 대응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금융구조 및 거시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도 향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됨.

UN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게
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됨.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여서 경제사회적 변화도 급속히 진
행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환경과 금융구조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지금까지 고령화의 영향에 대하여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고령화는 거시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키
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력의 공급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그 원인임.

-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 인구감소에 따른 물가 하락, 생애주기설에 근거한 저축 감소와
투자저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고령화의 심화는 거시경제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변화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초래하
여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게 됨.

-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등은 금융시장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변화를 야기하여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예상되는 구체적인 변화를 연구하여 경제주체들의 사전적 대응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는 경제성장 및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환
경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의 필요가 제기됨.

- 고령화의 진전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의 발생, 소비 및 투자수요 감소 등의 변화가 야기되면 경제주
체의 경제활동이나 생활, 그리고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정책방향의 효과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
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과 이에 대한 수행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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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effectiveness)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
하였음.

- OECD 25개국에 대하여 1995~2014년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
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음.
- 본 연구에서는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Abrigo and Love(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갖는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음.

                  
∈ {1, 2, ..., 25} 는 25개국 국가 그룹을, ∈ {1995, 1996, ... , 2014}는 연도.
- 내생변수 벡터  는      ′ 로  는 자연로그를 취한 가계의 총지출이며
거시경제의 실물부문을 나타냄.  는 소비자물가(CPI) 인플레이션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었고,  는 자연로그를 취한 주가지수이며,  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
채 비율,  는 단기 이자율로 통화정책의 대리변수로 사용됨.
- 모든 자료는 OECD 데이터베이스의 연간 자료이며 표본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주요 분석대상
인 주가와 가계부채 자료의 사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
-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표본을 인구고령화의 정도에 따라 나
누어 효과를 분석하는데, 고령인구 비율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표본을 나누어 서브샘플 분석을 시
행하였으며 전체 표본에서 고령인구 비율의 중위값은 15.44임.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 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
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고령화 비중이 15.44%보다 낮은 샘플과 기준
보다 높은 샘플에서 이자율 상승 충격이 가계지출, 주가지수,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충격 반응함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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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고령화 비중이 낮은 국가의 결과로, 이자율 상승 충격이 가계의 지출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리며, 가계부채를 낮추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정상적인 통화정책 경로로 이자율이 상승
하면 가계는 저축의 비중을 늘리고 소비를 감소시키며, 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시장의 상대적 수익률
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결과: 고령화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효과(전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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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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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그림 2]는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가계지출, 주가,
가계부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없음. 즉,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통화정책이 상정
해 왔던 금융시장을 통한 실물경제로의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효과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고 있음.

그림 2. 결과: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효과(전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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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승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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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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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이론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여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 소비 지출을 변동시키거나, 자산시장에 투자액을 조정하거나, 혹은 부채를 조정할 여
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나. 이론적 고찰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요인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국내저축의 감소임.

- 고령인구집단은 저축능력이 감소하여 거시경제적으로 자본축적 감소와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경
제성장률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어서 다시 저축을 감소시키는 누적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됨.
- 고령화와 저축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소위 ‘생애주기 가설(Life
Cycle Hypothesis)’로 Modigliani and Brumberg(1954)가 제시한 내용임.

연령구조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변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동인은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임.

- 개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회피적 성향이 증가하며 이러한 행태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야기한
다는 것으로 이 가설은 Barsky, Juster, Kimball, and Shapiro(1997)에 의해 주장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고령화에 따른 위험회피적 성향의 증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며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의 변화로 금융상품의 가격 변화와 수요 변화에
따라 상품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됨.

연령구조의 변화는 자산과 결합하는 노동력의 변화를 통하여 자산의 수익률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키게 됨.

- 거시경제적으로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노동력 공급의 변화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변화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자산가격의 수익률 변화가 야기되고 그 결과 자산가격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론
적 근거로 제시됨.

고령화와 금융시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그 결과를 통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금융시장 구조의 주
요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먼저 증권자산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권의 비중이 주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가계의 부채규모도 총량 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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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셋째, 고령화 초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게 되고 고령화가 더 진전되면 적자로 반전되는
경향이 나타남.

다. 사례연구의 결과

1) 일본은 고령화 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가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경제 전체가 그대로 겪은 국가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저
성장, 저물가, 저투자 현상이 그대로 노정되었고 디플레 압력 지속, 실업률 증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25%를 넘어서고 있어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고령화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경기적 정책으로 대응한 결과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통화 및 금융정책의 효율성 저하 및 재정정책 지속으로 정책수단까지 제한되는 현상을 야기
- 일부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정책들도 존재하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되기 이전
에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수지의 흑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경상수지의 적자전환
을 방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으로 엔화의 안정성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음.
- 일본이 국민들의 증권투자를 확대하도록 NISA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공적으로 평가됨. 일정 금액
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다양한 펀드들이 주식별 투자를 가능하도
록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 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음. 이러한 정책이 일본의 대외투자와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국내투자에서 제공하지 못
하는 수익을 제공하였기 때문임. 이를 통해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 제고를
가져오고 국가적으로는 소비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성과를 가져왔음.

2) 독일은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 해법을 모색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
독일은 고령화 문제를 인구와 노동시장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노동시장 개혁으로 노동공
급을 늘리고 적극적인 교육 및 R&D를 통해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대응하여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음.

- 독일은 연금수급 연령을 늦추어 재정부담 및 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 감소를 저지하고 ‘하르츠 개
혁’을 통해 미니잡(mini job)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노령층도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였으며
가정주부나 투잡(two job)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령화로 감소하고 있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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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급을 확대하는 기제를 제공하였음.
- 적극적인 출산율 제고정책을 통해 하락하던 출산율을 1.2%대에서 1.4%대로 반전시키고 지속적인
제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출산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고령화 문제 해결에 희망을
주고 있으며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외 노동력, 특히 고급 노동력을 유치하는 정책을 통해 고령
화 진전을 둔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으로는 R&D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그 결과 독일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10%대에 가까운 가계저축률을 유지하고 있고 경상수지의
흑자폭도 오히려 증가하여 독일 금융시장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금융
시장 관련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도 없었음.

3) 미국은 또 고령화 진전수준이 높지 않지만 금융시장이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미국은 고령화 수준이 높지 않고 진행도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거시
경제적 및 금융 측면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고령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민을 받아
들이고 있으며 유입인력이 상대적으로 젊고 생산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고령화의 특징이 아직 경제 전반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금융자산이나 국제투자 대조표상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찾아보기 어려움 상황임.
- 미국은 글로벌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국제적 수급이 고령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거시경제적으로나 금융상품, 경상수지 면에서 일반적인 국가들에서
고령화시기에 보이게 되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미국에서는 금융시장 발달로 인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현
금이나 예금보다 증권 관련 투자상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은 노령층의 소득제고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401(K)로 불리우는 연금펀드를 개발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
자나 고용주가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어서 금융시장이 발달한 나라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 금융상품은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얻은 상품으로 미국시민들의 추가적인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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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 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수단으로서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

- 한국의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를 감안할 때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급하게 약화될 가능성
이 존재하며, 특히 부동산 가격의 버블화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자산가격 하락 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
나 통화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재정정책의 활용으로 통화정책이 경기대응 수단이나 거시경제적 안정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수준을 잘 관리하고 필요시 적절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물론 이 경우에도 일본에서처럼 재정정
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통화정책의 시행방식도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정책
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보다 더 빠르고 폭이 넒은 단기이자율 조정의 유효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방식의 재검토도 필요함.
- 셋째,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어 일본에서처럼 디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고
나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변화될 경우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
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통화정책의 적절한 시행시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대비
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는 한국에서는 경제에 대한 충격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이 높아질 것이므로 통화당국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시행 방식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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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시장적 접근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대책도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동력의 노화와 공급감소가 고령화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문제의 가
장 전통적인 해법은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 노동시장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해
법은 출산율 제고, 적극적인 이민 수용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에서도 일차적으로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출산율 제고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음. 우리나라도 출산율 제고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출산과 연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
간접적 비용을 사회화하여 개인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까지 포괄하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부담을 함께 분담하
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서도 분명하고 적극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한시적으로 저생
산성 근로자를 활용하는 정책에서 고급인력을 이민정책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수정이 필
요함.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에 비하여 오히려 평균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산업구조가 개선되기보다는 산업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생
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사회에 편입될 경우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제한
적이므로 고급 노동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제
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생산성 저하를 막고 장기적인
경제활동인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동시장의 개혁도 필요함.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유연
성 제고를 지향해왔으나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동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모두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함. 특히 노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늘어나야 하는데 독일의 미니잡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사례가 현실화될 수 있으려면 제도개혁 및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미니잡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질 수가 없기 때문임. 특히 우리나
라처럼 사회보험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노령층을 위한 미니잡의 확대도입
을 위한 정책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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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시장적 접근

고령화 사회에서 금융시장이 해야 할 일차적 역할은 노령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령
인구의 생존생계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소비가 지나치게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경기침체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은 증권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노령층의 리스크 회피성향이
증가하기 때문임. 특히 노령층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이러한 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적으로 연금성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이 필요함. 미국의 401(K)과 같이 한국
에서도 수령 이전까지는 비과세로 불입하고 고용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노령층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음. 연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여 미래 소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유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머무르는 자금이
장기화될수록 금융시장의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연금형 금융상품은 고령화가 상당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이미 참여대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시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가
급적 빠른 도입과 시행이 요구됨.

일본의 NISA 제도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투자이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아직 국민들의 호응이 높지 않은 수준인데 그 이유
는 한국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목표가 금융시장 활성화에 있기 때문으로 고령화 대책이 될 수 있으
려면 노령층의 소득보전에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가 두어져야 함.
-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이나 금융상품 혹은 펀드의 조건이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노령층이
기본적인 필요소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함.

일본의 해외펀드를 이용한 펀드주식형 상품의 판매도 노령층을 위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필요에 따라 월 5만 원, 30만 원, 혹은 200만 원의 소득을 목표로 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리스크와
수익의 조합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여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한 펀드상품이 제공되어 일본 노령층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
며 다양한 대상에 대한 해외투자와 여러 가지 상품의 조합 등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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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일본의 무역수지가 지금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
이 높은 무역수지를 누리던 시기에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소득수지를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기 때문임.

- 고령화 관련 이론이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적자로 반전될 우려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무역수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경우 함께 적자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원화환율은 경상수지가 흑자와 적자를 오가던 시기에는 경상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
여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도 마찬가지로 경상수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더
구나 외환위기 경험을 고려할 때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작은 규모라 할지라
도 경상수지의 안정적 흑자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함.
- 경상수지의 흑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득수지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임.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만이 아니라
해외투자를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일본이
고령층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해외투자 펀드이며 상당수가 해외 부동산투자와 같은
대체투자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들어 해외투자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이윤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자유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이 고령화시기에도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수지의 흑자기반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이를 다양하게 상품화하여 국내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서도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협력이 필요함.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
면 시기를 놓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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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DDA 협상은 제10차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통해 이후 최소한의 성과 도출에는 성공하였으나,
DDA 지속 여부를 포함한 협상 방식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실상 새로
운 DDA가 태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임.

-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분야별 DDA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실질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DDA 밖의 복수국간협상인 서비스복수국간협상(TiSA), 환경상품협정(EGA) 등은 활
발히 전개되고 있어 사실상 164개 WTO 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다자협상은 멈춘 가운데 관심 있
는 회원국끼리의 복수국간협상이 대세로 굳어지고 형국임.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주장해온 신무역이슈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논의가 심화되고 있어
DDA의 새로운 의제로 편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비록 공식적으로 기존 DDA가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새로운 협상방식을 중심으
로 새로운 의제가 논의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DDA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7~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바뀌어가고 있음.

- 최근의 세계 무역증가율은 이전 30년 평균 무역증가율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
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국제무역도 적
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
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기도 함.

이와 같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임.

-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대책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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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지재권 및 전자상거래 중심의 통상정책 강화

- 기존 공산품 중심의 무역은 계속 감소할 전망인 반면 서비스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의 무역은
활성화될 전망
복수국간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

- WTO 중심의 다자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선진국들 위주의 복수국간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s)이 확산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기존 양자 FTA와 다자 DDA 협상과 함께 복
수국간협상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필요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 기후변화협정에 점진적으로 순응하는 통상정책을 추진
중소기업과 중산층 위주의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 기존 무역자유화 정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 및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의 신다자통상정책 추진

나.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사실상 DDA 2.0 개시
기존 농업과 NAMA(비농산물시장접근)의 세부 원칙(modality) 수정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이며, 주로 개도국우대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선진국과 개도국이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새로운 관세감축 및 보조금감축 논의
등으로 사실상 세부 원칙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 바뀌고 있고, 특히 과도하게 부여된 개도국 융통
성(flexibility)이 향후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
전자상거래 등 신무역이슈의 DDA 편입 내지 복수국간협정화

- 개도국들이 이를 주저하고 있으나 계속된 논의를 통해 DDA에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편입되지 못한다고 해도 선진국들 중심의 복수국간협정을 통해 WTO 안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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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방식: 일괄타결방식의 다자협상에서 관심 있는 국가끼리의 복수국간협정으로

- 개도국이 반대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심 있는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복수국간협정이 추진, 확산되
고 있으며, 향후 점차 그 회원국 수를 늘려 다자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

제11차 WTO 각료회의

-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이 DDA에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기존 의제도 논의가
가능하지만 주로 TiSA 및 EGA, 그리고 수산보조금 등 규범 등에서 진전 전망

다.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대책
농업

- 농업부문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기존 구간별 관세감축방식보다 평균 감축방식이 유리하며, 우리
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평균 감축률(기존 구간별 감축방식에 상응한)은 32% 내외임.

표 1.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에 상응한 평균 관세감축률(특별품목 고려): 농산물

Rev.4상 구간별 감축(개도국)
관세구간

감축률(%)

30% 이하

33.3

30%〈 ≤80%

38.0

80%〈 ≤130%

42.7

130% 초과

46.7

평균 감축방식에 따른 감축률
Average of Cut에
의한 평균 감축률

Cut of Average에
의한 평균 감축률

32.0%
(35.4%)

31.5%
(43.1%)

특별품목 고려
주: ( ) 안의 특별품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평균 감축률.

- 국내보조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체로 보조감축 이행에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쌀의 보조감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쌀의 감축보조 및
품목별 상한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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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축방식별 관세감축 이후 잔여 관세수준(특별품목 고려)

(단위: %)

1000.0
양허관세

900.0

구간별 감축결과(특별품목 고려)
800.0

구간별관세감축결과(특별품목 미고려)

700.0

10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
0
1

0
2

0
4

0
5

0
6

0
7

0
8

0
9

1
0

1
1

1
2

1 11
3 45

11 1 1
67 8 9

2
0

2
1

2
2

2
3

2 33 4 5
4 35 1 0

세번

NAMA

- 기존 스위스공식보다 평균 감축방식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며, 이 경우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평균 감축률(기존 스위스공식에 상응한)은 48% 내외임.

표 2. 계수 8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상응한 평균 관세감축률(공산품)

평균 감축방식에 따른 감축률
스위스 공식 적용(계수 8)

적용 이전
양허관세의 평균

11.1%
(13.4%)

적용 이후
양허관세의 평균

3.8%
(4.6%)

실질 감축률1)

Average of Cut에
의한 평균 감축률

Cut of Average에
의한 평균 감축률

47.7%
(57.4%)

65.8%
(67.8%)

29.2%
(38.4%)

36.8%
(38.0%)

주: 1) 실질감축률은 실행세율대비 감축률을 의미.
2) ( ) 안은 0세율을 제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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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의 경우 평균 감축률(기존 스위스공식에 상응한)은 55%(개도국)~78%(선진국)로 계산되었음.

표 3. 계수 8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상응한 평균 관세감축률(수산물)
평균 감축 방식에 따른 감축률
스위스 공식 적용 (계수 8)

적용 이전
양허관세의 평균

34.0%

적용 이후
양허관세의 평균

6.2%

Average of Cut에
의한 평균 감축률

Cut of Average에
의한 평균 감축률

77.7%

81.7%

59.5%
(60.6%)

65.0%
(65.4%)

실질감축률1)
주: 1) 실질감축률은 실행세율대비 감축률을 의미.
2) ( ) 안은 0세율을 제외한 경우.

표 4.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상응한 평균 관세감축률(수산물)
평균 감축방식에 따른 감축률
스위스 공식 적용 (계수 20)

Average of Cut에
의한 평균 감축률

적용 이전 양허관세의
평균

34.0%

적용 이후 양허관세의
평균 (신축성 1 적용)

13.8%

적용 이후 양허관세의
평균 (신축성 2 적용)
실질 감축률1)

Cut of Average에
의한 평균 감축률

신축성 1

신축성 2

신축성 1

신축성 2

55.5%

55.1%

59.4%

58.9%

26.1%
(34.3%)

25.5%
(34.5%)

22.3%
(23.2%)

21.3%
(22.2%)

14.0%

주: 1) 실질감축률은 실행세율대비 감축률을 의미
2) ( ) 안은 0세율을 제외한 경우.
3) 신축성 1은 수산물 세번의 6.5%까지 관세감축을 면제한 경우이고, 신축성 2는 수산물 세번의 14%까지 기준 감축률의 50%만을 적용한 경우.

규범

-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모델로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여 수산보조금의 규
제범위나 규율 제정 등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자협상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협정을 모델로 경제개발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토대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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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감축 이행에서는 국가별 과잉어획 비중과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는 방안이 타협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판단됨.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
상품분야 무역원활화 및 서비스 분야의 무역원활화가 통관단계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비관세장
벽 및 관련 복잡한 절차나 관행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됨.

소비재 중심의 무역자유화 및 비관세와 국내 규제 투명화 중심의 통상협상이 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향후 특정 이익집단 위주의 복수국간협상이 확산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기후변화 대응체제 이행에 따라 통상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가 중요

3. 정책 제언
가.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농업

- 관세감축방식으로 평균 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음(평균 감축방식이
주요 고율관세품목의 관세 유지에 효과적)
- 국내보조에서는 품목별 감축보조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전체적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전제로 되어 있는 대책의 위험을 감안, 개도국 지위 유지 실패
시의 대안도 마련할 필요

NAMA

- 스위스공식보다는 평균 감축이 개도국 시장접근에 유리하며, 복수국간 무세화협상과 병행해서 추
진하되 최소 감축률 확보에 중점
- 수산물 관세감축도 평균 관세감축이 유리. 단 개도국 감축률 적용을 위해 일정 수준의 신축성 확보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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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 수산보조금 복수국간협상은 일본과 공조하되 적기에 협상에 참여하여 수산보조금 규제범위 등
핵심 관심사에 대하여 규율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
- 과잉어획상태에 있는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는 UN FCCC의 파
리 기후협약 합의 도출 결과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
실제 그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 모색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즉 감축은 각국 정부가 자국에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각국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 이행토록 하면 이행의 융통성과
함께 실효성 제고 가능)
- 수산보조금에 대한 DDA 차원에서 다자협상이 진전될 경우 상품분야의 무역원활화(TFA) 모델을
차용할 필요가 있음. 즉 기본적인 의무로서 과잉어획에 영향을 주고 IUU 어업과 관련된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을 도입하되, 이에 대한 이행은 국별 과잉어획 비중 내지 경제개발수
준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절

나. 중장기 다자통상정책 방향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1) 합의된 상품분야 무역원활화(TFA) 협정의 조기 발효

-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위해서 교역 및 통관 관련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의 조기발효가 중요
-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 및 반출을 촉진하고,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 및 관련 국내규제의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2) 서비스분야 무역원활화 제시

- 서비스분야에서는 제도 측면에서 서비스 관련 규제 원활화가 중요

3) 관세보다 비관세 및 국내 규제(철폐) 완화 내지 투명화에 중점

- 향후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전망
-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NTB 투명성 제고를 주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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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복수국간협상 참여

- NAMA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분야별 무세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
여 안정적 시장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
- 1단계로 제조업에서 무세화가능분야를 선정,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복수국간협상을 적극 추
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그동안 다자통상무대에서 수동적 방관자 입장이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적
극 관철시킬 수 있는 한정된 분야에서의 시장접근협상이기 때문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
- 아울러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서 서비스 등으로 확대시켜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
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토대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 현재로서 WTO 보조금규정에 최대한 합치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보조정책을 수
립ㆍ이행
- 근본적으로 현재의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 허용보조금의 부활을 추진
- 비공식적인 방안으로 WTO 각료선언문 등을 통해 WTO 회원국 모두의 합의에 기초한 기후변화
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문 채택도 가능한
잠정방안
- 기존 WTO 무역과 환경 위원회를 WTO 회원국에 대한 정기 무역정책검토회의체를 활용하여 환
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도입 및 이행하고
있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

양자 및 지역통상과의 조화

-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
-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한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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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무역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급속한 확대이며,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는 제조업 교역확대와 투자흐름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발달의 특징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강화라 할 수
있음.
- Baldwin(2011)은 ‘무역-투자-서비스연계(trade–investment-services annex)’ 현상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법률, 회계, 금융, 통신 등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개방의 확대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통상협상에서도 서비스분야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에 따라 서비스무역 개방 수준이 서비스무역을 비롯한 상품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그리고 다양한
다른 경제변수에 미치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밀한 영향 분석의 필요성 증대

-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FTA를 통한 개방을 고정효과 처리하는
분석 방법을 주로 이용
- 하지만 서비스분야 개방은 제도 및 법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분야의 제도와 규제현황, 규제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성
증대
-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다양하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해온바, 기체결 FTA를 개방수준 산정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ECD가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무
역제한지수를 한국이 체결한 FTA를 반영하여 재산정
- FTA를 충실히 반영한 한국의 서비스분야 제도와 규제 및 개방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분석
한 후, 서비스분야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보다
좀 더 엄밀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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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흐름의 특징

세계 FDI 흐름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들을 Markusen(2002)과 Helpman-Antras-Yeaple(2004)
등의 문헌을 통해 확인해보고, 현재 한국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한국 FDI 유입의 특징을 점검한 결
과,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 흐름과 부합

- Markusen(2002)과 Helpman-Antras-Yeaple(2004) 등에서 보고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세계적인 동
향은 [표 1], [표 2]와 같음.

표 1. 국가수준 FDI의 정형화된 사실
국가수준 FDI의 특징
 해외직접투자는 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선진국들이 해외투자의 유출뿐만 아니라 유입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선진국간에는 양방향 FDI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FDI는 수평적 성격이다.
 전 세계 교역의 약 30% 정도가 기업 내 교역(intra-firm trade)이다.
 FDI는 국가간 자본량 차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
 정치적 위험이나 불안정성이 FDI 유입에 가장 중요한 저해 요인이며, 세금 등은 부수적인 요인이다.
자료: Markusen(2002), Chapter 1, 재인용: 김종덕 외(2013).

표 2. 기업수준 FDI의 정형화된 사실
기업수준 FDI의 특징
 다국적 활동은 주로 선진국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개발도상국은 투자의 근원지이기보다는 대부분 목적지이다.
 경제활동에 있어 다국적 기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자본집약적이고 R&D 집약적인 상품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양방향 FDI 흐름의
상당부분은 성격상 산업 내에서 이루어진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관계사를 통한 생산은 거리에 따라 감소하지만, 총수출이나 모기업의 관계사로의 투입을 위한 수출에 비해 감소율이
낮다.
 다국적 기업은 모기업과 관계사 모두 다국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으며, R&D 집약적이고, 수출 지향적이다.
 다국적 기업 내에서 모기업은 상대적으로 R&D에 특화되며, 관계사는 진출해 있는 해외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주로 관여한다.
 국경간 인수합병은 FDI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선진국에서 중요한 시장 진입의 방식이다.
자료: Antras-Yeaple(2014),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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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FDI 흐름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와 유사,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 미
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 FDI 유입이 중
요한 비중을 차지. 경제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
-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
의 FDI 유입 비중이 높음.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
- 한국의 FDI 유입이 세계적 FDI 흐름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면도 있는데, 바로 M&A 비중이
Greenfield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아직 M&A이 비중이 낮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한국의
GDP 대비 FDI 유입규모가 전반적으로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작은 원인 중 하나라 판단

그림 1. 투자 형태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기준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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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검색일: 2016.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근접성ㆍ집중도 상충관계(proximity - concentration
trade-off relationship)
본 보고서에서는 Helpman-Melitz-Yeapl(2004) 모형을 기반으로 Brainard(1997)의 근접성ㆍ집중
도 상충관계(proximity - concentration trade-off relationship)를 설명

- 기업의 수출과 FDI 간 의사결정은 현지 진출을 위한 고정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수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진출을 위한 고정비용을 지불하고 단위당 판매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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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출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
-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떤 국가가 법률, 회계, 금융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하
여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고정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
으로 증가하게 되고, 규제가 완화된 국가로 FDI가 증가
- [그림 2]에서 종축(horizontal axis)은 생산성을 표시하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하며, 횡축(vertical axis)은 기업의 비용과 수익을 표시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큰 값을 나타냄.

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투자유치국
-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추가적인 고정비용은    

(destination country) 규제개선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 등의 감소는 
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프상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이윤 수준을 나타내는   가 상방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산업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고정비용이 낮아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

그림 2. 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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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년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도출
한국이 OECD 회원국과 맺은 모든 FTA를 반영하였으며, 한ㆍEU, 한ㆍ미 FTA를 비롯하여,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한ㆍEFTA, 한ㆍ뉴질랜드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이룬 FTA를 법률, 회계, 통신,
금융, logistics에 대하여 연도별로 새로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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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EU FTA는 한ㆍ미 FTA와 함께 한국이 체결한 가장 높은 수준의 통상협정임. 일반적으로
한ㆍ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 방식(negative list approach)의 자유화 수준이 열거주의(positive
list approach)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ㆍEU FTA는 열거주의 방식에서
도 포괄주의 방식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상 전반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한ㆍEU FTA와 한ㆍ미 FTA 개방수준은 같은 것으로 나타남.
- 한ㆍ호주 FTA는 한ㆍ미 FTA 와 한ㆍEU FTA 이후 한국이 최근 체결한 높은 수준의 FTA 중
하나이며, 양허상의 특징으로는 한ㆍ호주 FTA에서는 모드 4가 협정에 포함되어 일부 분야에서
한ㆍ미 및 한ㆍEU FTA보다 높은 개방수준을 나타냄. 한ㆍ캐나다 FTA의 서비스분야 자유화 방
식은 한ㆍ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 방식을 따르고, 한ㆍ미와 한ㆍEU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연인의 이동(모드 4)은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ㆍ미 FTA로 인한 서비스 개방과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며, 다만 발효 시점으로 인한 적용시점의 차이가 있음.
- 한ㆍEFTA FTA 서비스 분야별 개방수준은 다른 최근의 FTA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개방이 이루어져 전 분야에 걸친 개방의 효과가 있음. 한ㆍ뉴질
랜드 FTA의 경우 인력이동에 관한 추가적인 개방이 있기는 하나, 법률 서비스는 한ㆍ미 FTA의
2단계에 해당하는 개방만 이루어졌으며, 회계, 금융 등 여타 서비스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제한지
수에 반영될 만한 추가적인 개방은 없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큰 개선은 없음.
- 분석한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분야 개방수준의 변화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 기체결 FTA를 반영하여 수정된 분야별 STRI
구분

한ㆍ미
FTA

한ㆍEU
FTA

한ㆍ호주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EFTA
FTA

한ㆍ뉴질랜드
FTA

법률서비스

0.490→0.461
(2012)

0.490→0.461
(2011)

0.490→0.446
(2015)

0.490→0.461
(2015)

0.490→0.446
(2006)

0.490→0.446
(2016)

통신서비스

0.259→0.230
(2014)

0.259→0.230
(2014)

0.259→0.225
(2015)

0.259→0.230
(2015)

0.259→0.254
(2006)

0.259→0.254
(2016)

회계서비스

0.330→0.294
(2012)

0.330→0.294
(2011)

0.330→0.283
(2015)

0.330→0.294
(2015)

0.330→0.319
(2006)

0.330→0.319
(2016)

금융서비스

0.139

0.139

0.139→0.132
(2015)

0.139

0.139→0.132
(2006)

0.139→0.132
(2016)

로지스틱서비스
(수화물)

0.170

0.170

0.170→0.164
(2015)

0.170

0.170→0.164
(2006)

0.170→0.164
(2016)

로지스틱서비스
(통관)

0.081

0.081

0.081→0.072
(2015)

0.081

0.081→0.072
(2006)

0.081→0.072
(2016)

로지스틱서비스
(화물이송)

0.155

0.155

0.155→0.148
(2015)

0.155

0.155→0.148
(2006)

0.155→0.148
(2016)

로지스틱서비스
(저장ㆍ보관)

0.111

0.111

0.111→0.104
(2015)

0.111

0.111→0.104
(2006)

0.111→0.104
(2016)

주: ( ) 안은 STRI 수정 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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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의 서비스분야 개방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중력모형을 기반으로한 한 실증분석 모형을 토대로 한국이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체결한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이용하여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

-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
- [표 4]에서 실증분석의 핵심 관심변수인 STRI 평균값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형 1~모형 4
모두에서 음의 값이 나왔으며, 계수 값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정. 모형 1과 모형 3에서의 추정
치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모형 2와 모형 4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분석. 결론적으로 본 실증분석에서는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서비스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표 4. 서비스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
FDI

기본 모형

FTA 더미 변수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STRI 평균값

-38.70***
(13.97)

-37.91**
(17.91)

-38.56***
(13.51)

-39.16**
(16.65)

-

-

-

-

log(실질GDP)

7.09***
(0.97)

7.24***
(1.96)

8.09***
(2.67)

8.07***
(2.84)

6.87***
(1.31)

7.31***
(2.17)

7.87***
(2.72)

7.92***
(2.92)

요소 비유사성

-

0.46
(4.08)

-

-0.35
(3.21)

-

1.38
(4.18)

-

0.80
(3.54)

규모 유사성

-

-

-1.90
(3.96)

-2.07
(2.96)

-

-

-1.90
(3.98)

-1.52
(3.09)

FTA더미

-

-

-

-

0.27
(0.21)

0.25
(0.24)

0.27
(0.20)

0.26
(0.24)
192

관측치

192

192

192

192

192

192

192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표 5]에서 본 연구의 핵심 관심변수인 STRI 평균값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형 1~모형 4
모두에서 음의 값이 나왔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계수 값을 추정. 모형 1, 모형 3은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모형 2, 모형 4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본 실증
분석에서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서비스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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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제조업FDI

기본 모형

FTA더미 변수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STRI 평균값

-39.09**
(18.75)

-47.06***
(16.60)

-34.51**
(17.47)

-44.77***
(16.09)

-

-

-

-

log(실질GDP)

0.94
(3.12)

0.21
(4.09)

-1.38
(3.75)

-0.28
(4.39)

1.04
(3.39)

0.37
(4.46)

-1.47
(4.01)

-0.61
(4.64)

요소 비유사성

-

-7.28*
(4.17)

-

-6.29
(5.72)

-

-6.85
(4.41)

-

-4.95
(5.96)

규모 유사성

-

-

6.01*
(3.44)

1.53
(5.09)

-

-

6.43*
(3.55)

3.01
(5.28)

FTA더미

-

-

-

-

0.30
(0.19)

0.37*
(0.21)

0.27
(0.23)

0.33
(0.22)
186

관측치

186

186

186

186

186

186

186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정책 제언
가.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필요

본 보고서 분석 결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별 서비스분야보다는 서비스 전반의 평균적인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서비스분야뿐 아니라 제조
업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고정비용은 하나의 서비스 비용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분야
에서 발생. 다시 말해,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법률, 회계, 통신,
금융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분야 규제수준이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
- 이러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개방은 FDI 유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규제완화의 목적은 규제의 합리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이며, 규제의 완전한 철폐가 아님
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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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시장의 개방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분야 개방 추진

본 보고서 분석 결과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FTA의 체결만으로는 FDI 유입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서비스분야의 추가적인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주요 FTA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및 투자 개방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많은 FTA는 상품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의 FTA 추진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분야 개방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 다국적 기업 FDI에 대한 인식 개선 및 M&A 확대방안 검토 필요

M&A를 통한 FDI 유입확대는 실제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한국경제의 숙제

- 한국의 외국 투자자본 유입이 본격화된 것은 1997~98년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와 관련이 깊으며,
현재까지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이 그다지 좋다고 하기는 어려움.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외국 기업과의 교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측면. 특히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신규투자(greenfield)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M&A)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생산성 높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기술확산,
생산성 증대, 고용확대 등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부정적 국민감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FDI 유입의 순기능을 누리지 못
할 수 있으며, FTA 활용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도 어려움. FTA 등을 통해 증대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
관적인 자세를 갖도록 인식의 전환 필요

라.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FDI 흐름 점검 및 영향평가 필요

본 보고서는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개방이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으나,
동시에 FDI 유입과 관련하여 산업 수준과 기업 수준의 분석 및 세부 분야별 소비자 후생 등 좀 더
자세한 미시적인 영향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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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하는 중임.

-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폭은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고 있음.
-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당국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출감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분
주하나, 수입감소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상황임.
- 그 이면에는 수출증대는 긍정적이고 수입증가는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

그러나 올바른 통상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수입구조 현황과 영향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필요함.

- 수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사고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수출확대 및 수입억제로 한정하는 오류를
낳고 있음.
- 이에 통상정책 결과에 대한 영향과 그 이행 평가 등에서도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이 중요한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자 세계 9위권 교역국으로서 올바른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 현황 및 결정요인,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고,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구성요소별 생산성을 통해 기업의 분포구조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수입상대국 및 수입품목 추이와 함께 유형별 수입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고, 수입정책으로는 1990년대 말까지 진행되어온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과 함께 2000년대 들
어 본격적으로 수입시장 개방에 기여해온 FTA 정책에 대해 다뤘음.
- 한국 수입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축하
고 이론모형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기 힘든 수출수요와 투자와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보완함
으로써 수입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틀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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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산업 내 개별 기업들의 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유형별 수입구조가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1988~2015년간 한국의 전체 수입은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나, 주요 수입상대국
은 선진국에서 자원부국 및 개도국으로 바뀌었고 주로 원자재와 중간재 위주의 수
입구조를 갖고 있음.

중간재는 가장 수입비중이 높은 유형으로 약 50%를 차지하며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화학 및 화학제
품 제조업, 1차금속 및 조립금속 제조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약
20%, 소비재가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960년대 중반까지 고관세정책과 수량규제를 통해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한국은 국제수지 방향에
따라 수입자유화와 규제정책을 번갈아가며 시행하다 1980년대 본격적인 수입자유화 정책과 2000년
대 FTA 정책으로 시장개방을 가속화해왔음.

나.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소비재는 소득수준과 경제규모에, 중간
재와 원자재는 이를 투입재로 사용하는 산업의 산출량과 수출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① 수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 수입
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②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증가함.
③ R&D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으로 대체함.
④ 수입자유화의 영향은 수입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원자재와 자본재와 같이 필수적인 수입에 대해
서는 관세율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으며, FTA 변수도 원자재 수입에는 비유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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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이 1% 증가하는 경우 소비재 수입은 0.137% 감소하
되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각각 0.235%와 0.193%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⑥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나게 되면 소비재 수입은 0.02%, 자본재 수입은 0.017%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은 0.07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음.

다.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의 경쟁도 상승은 기업에 퇴출압력으로 작용하되, 유형
별로 그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① 일반적으로 수입증가와 제품차별화 정도는 국내시장의 경쟁도를 상승시켜 기업의 퇴출확률을 높이며
기업규모, 자본장비율, 생산성, 집중도 등은 기업퇴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됨.
②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경우에는 기업의 퇴출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수입으로 인
한 기술 업그레이딩(upgrading)이나 기업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 영향 때문임.
③ 기업의 수출 여부는 수입침투도와 기업퇴출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내수기업
이 퇴출요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음.
④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침투율은 기업의 퇴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상이하였음.

- 식품에 비해 섬유, 목재, 정유, 화학, 철, 전자, 기계 산업에서는 수입침투도가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으며,
- 비금속, 수송, 기타 산업에서는 식품에 비해 수입증대가 기업퇴출을 더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장집중도가 높은 정유를 포함하여 화학, 철, 기계 산업에서는 수입침투도가 늘어날수록
기업퇴출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 1995년과 2015년간 산업별 생산성 확률분포를 비교한 결과, 수입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① 수입침투율은 총요소생산성과 역U자형 관계가 있으며, 자본재와 원자재의 경우에도 역U자형 관계가
관측됨.

- 즉 수입침투율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
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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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침투율과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통상적으로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나 그 방향이 산업별로, 수입유형
별로 매우 상이해 산업에 따라 특정 유형의 수입을 장려할지 또는 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
할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됨.
③ 수입이 산업 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성 구성요소를 기업 내 효과, 기업간
효과, 진입 및 퇴출 효과 등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 산업에 따라 기업 내 생산성 증가가 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식품, 철, 수송)와 기업간 격
차가 견인하는 경우(정유, 철)가 있었으며, 진입 및 퇴출에 의한 영향은 수송산업에서만 관측됨.
- 수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요 제조업을 분석한 결과, 철, 전자, 수송산업에서 중간재 수입으로 인
한 퇴출효과가 생산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철과 수송산업의 경우에는 과
당경쟁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조차도 산업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었음.
④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 주요 제조업 중 정유는 원자재, 전자는 중간재, 기계와 수송은 자본재 수입이 생산성 증가속도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 총수입침투율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간재 수입
침투율은 기술진보를 통해 증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3. 정책 제언
가. 신(新)수입통계시스템 도입

한국의 높은 산업 내 무역과 중간재 수입비중은 수출과 수입의 연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는 유형별 수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수입통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정부는 기존의 품목별ㆍ국별 수출통계를 다변화하여 산업별ㆍ기업규모별 통계로 세분화하기 위
한 작업을 진행 중이나, 여전히 수입통계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개선방향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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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출의 경우에도 수입 및 해외직접투자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계시스템은 재수출,
재수입, 외국인기업의 구매 및 판매, 해외진출기업으로의 수출 및 재수입 등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실제 수입이 어떻게 수출이나 해외투자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수입침투도 등 유용한 지표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우리 통계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을 파악하는 데 다소 취약하다는 점에서
국내 파급력이 큰 해외직구에 대한 통계 파악도 시급함.

- 현재 통계상의 문제는 현저히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을 통해 추론 가능함.

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분석에 의하면 수입증가는 국내시장의 경쟁도를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지만, 이러
한 영향은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 원자재와 중간재의 경우 오히려 퇴출확률을 낮추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경쟁력이 상이한 산업별로도 각가 다르게 분석되었음.

또한 수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송산업과 철산업에서는
수입유형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당경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조차 시장에서 퇴출시켜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자산업에서는 오히려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한계기업을 퇴출시켜 산업생산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산업이나 국가 수준에서는 수입 확대로 인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더라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분포구조에서는 한계기업의 퇴출과 생산성 높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퇴출이
상존할 수 있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일본과의 통상협상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그동안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는 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았
으나, 최근에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폭 완화와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확충 등으로 한ㆍ일
FTA 재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이 참여 중인 한ㆍ중ㆍ일 FTA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서 이미 일본과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이나 그 속도가 더디고 최근 미국 내 TPP 비준이 불투명해지면서 일본과의 양자
FTA를 대안으로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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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로부터 추론컨대, 일본과의 양자 FTA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으로부터는 주로 소비재보다는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국가보다 클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생산성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
의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등이 작아 퇴출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따라서 본격적인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한계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유도를 통해 부
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한계기업
보다는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들에 초점을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여 최근 2년 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을,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80% 이내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이나 해당 기업
에 납품하는 기업 또는 수입증가로 기업이 해외로 이전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현재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으로는 한계기업과 강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여기에는 기업의 성장잠재력 또는 생산성 수준과 같은 기준 추가를 포함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선정기준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지원내용도 한계기업에는 사업전환을, 강소기업에는 새로운 판로 확보나 기술개발을 타깃으로 하
는 차별화된 방향 설정이 필요함.

다. 유형별 수입의 파급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수입규제정책의 폐지와 FTA의 확산으로 본격적인 수입개방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대표적인 수입규제정책인 수입선다변화제도로 지정된 품목들은 1999년
6월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되었음.
- 또한 2015년 현재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총수입 중 62.8%가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FTA의 경우에는 재수출을 위한 중간재보다는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는 최종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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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반영하듯 산업별 수입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섬유ㆍ의류ㆍ신발ㆍ가죽제
품 제조업(93%)이나 기타 제조업(가구 포함), 운송기기 제조업, 음료식품 및 담배 제조업, 목재와
목제품ㆍ종이ㆍ인쇄매체 제조업에서 80%를 넘는 등 소비재 중심의 수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향후 상품양허 스케줄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러한 개방의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임.

이런 관점에서 수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수입을 유형별
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산업과 그 유형별로 상이하며, 수입과 생
산성 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있어 일정 수준을 기점으로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산업별ㆍ수입유형별로 상이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예를 들어 수송산업과 철산업에
서는 수입유형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당경쟁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조차 시장에서 퇴
출시켜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자산업에서는 오히려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한계기업을 퇴출시켜 산업생산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영향은 모두 중간재 수입을 통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들 산업에서 수입에 대한 정책이
달라져야 하며, 기업퇴출이 관심사인 경우에는 중간재 수입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 수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양한 수입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유형별로 세분화한 분석은 미진한 실정
이므로 향후 유형별 수입이 일자리나 시장구조, 소비자후생, 분배구조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소비재 수입확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며, 향후 수입이 각 산업
의 고용뿐 아니라 가계수준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입재 가격하락을 통해 소비자후생이나
가계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유형별 수입 및 투자가 상호작용 속에서 시장의 경쟁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입구조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형별 수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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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유형별 수입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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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6. 11. 2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 한국의 유형별 수입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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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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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6. 11. 2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1. 한국의 유형별 수입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재

0.6

0.7

3.5

10.4

11.7

12.8

13.6

37.7

55.0

57.6

62.9

90.0

원자재

1.4

1.5

2.1

9.2

8.7

10.5

12.4

12.6

18.0

15.6

25.9

33.2

자본재

0.0

0.0

3.4

7.5

7.6

9.1

8.9

29.0

44.9

47.6

49.2

81.0

중간재

1.0

0.9

4.9

13.8

13.6

15.0

16.3

25.5

34.3

35.5

36.6

63.2

전체

0.9

0.9

3.8

11.4

11.3

12.9

14.0

22.9

32.0

33.1

37.9

62.8

주: 각 FTA 상품협정 발효연도 기준으로 하되 단 싱가포르는 한ㆍ싱가포르 FTA 발효연도인 2006년, 베트남은 한ㆍASEAN FTA 발효연도인 2007년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6. 11. 2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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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유형별 수입구조 결정요인
총재화

소비재

중간재

원자재

자본재

수출

0.048
(0.084)

-0.137***
(0.019)

0.235***
(0.0157)

0.193**
(0.081)

-0.022
(0.027)

관세율

-0.813***
(0.097)

-4.898**
(0.462)

-3.338***
(0.224)

-0.128
(0.246)

-5.099
(4.112)

경제규모

-0.273***
(0.027)

-0.124*
(0.0726)

-0.491***
(0.0377)

0.579***
(0.211)

0.144
(0.122)

임금수준

0.353***
(0.022)

0.29***
(0.053)

0.357***
(0.029)

-0.092
(0.143)

-0.222
(0.164)

RD

-0.008
(0.024)

-0.208***
(0.023)

0.09***
(0.014)

0.179***
(0.0653)

0.027
(0.045)

GDP 합계

2.121***
(0.367)

2.080***
(0.011)

2.141***
(0.0065)

0.901***
(0.0344)

2.063***
(0.012)

GDP 차이

0.181**
(0.0025)

0.449***
(0.006)

0.169***
(0.0035)

0.157***
(0.0163)

-0.2***
(0.0063)

경제규모 유사성

2.463***
(0.022)

2.355***
(0.048)

2.55***
(0.032)

1.81***
(0.143)

1.909***
(0.062)

FTA

0.662***
(0.0087)

0.022***
(0.008)

0.548***
(0.012)

-0.033
(0.059)

0.653***
(0.022)

외국인투자

0.003
(0.0034)

-0.02**
(0.0086)

-0.002
(0.0052)

0.071***
(0.197)

-0.017*
(0.009)



0.33

0.291

0.308

0.345

0.373

관측치

900957

178579

479704

21875

131474

주: 1) ( )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모든 분석방법에 연도와 산업, 수입대상국 더미를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연도별 기업퇴출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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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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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형별 수입이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변수

probit
고정효과

logit
고정효과

도구변수
임의효과

도구변수
고정효과

도구변수
임의효과

도구변수
고정효과

종속변수= exit
종업원수(lnemp)

-0.591***

-1.747***

-0.049***

-0.065***

-0.051***

-0.066***

(0.012)

(0.072)

(0.001)

(0.002)

(0.001)

(0.002)

영업이익률(profit)

-0.002***

-0.009

-0.001***

-0.000

-0.001***

-0.000

(0.001)

(0.007)

(0.000)

(0.000)

(0.000)

(0.000)

자본장비율(lnCI)

-0.236***

-0.493***

-0.019***

-0.019***

-0.018***

-0.017***

(0.008)

(0.036)

(0.001)

(0.001)

(0.001)

(0.001)

0.013***

0.533***

0.005***

0.009***

0.011***

0.023***

(0.004)

(0.039)

(0.001)

(0.001)

(0.002)

(0.002)

원자재(meterial)

-0.006

-2.687***

-0.009

-0.013**

-0.027***

-0.049***

(0.041)

(0.387)

(0.006)

(0.005)

(0.007)

(0.007)

자본재(capital)

-0.000

0.147***

0.002***

0.003***

0.002***

0.003***

(0.001)

(0.017)

(0.000)

(0.000)

(0.001)

(0.000)

0.002**

-0.116***

-0.002***

-0.004***

-0.002***

-0.004***

(0.001)

(0.013)

(0.000)

(0.000)

(0.000)

(0.000)

시장집중도(HHI)

-0.011***

-0.159***

-0.007***

-0.012***

-0.002***

-0.003***

(0.004)

(0.025)

(0.001)

(0.001)

(0.001)

(0.001)

노동생산성(lnLP)

-0.123***

-0.249***

-0.004***

-0.004***

-0.004***

-0.004***

(0.011)

(0.046)

(0.001)

(0.001)

(0.001)

(0.001)

0.021***

0.511***

0.010***

0.019***

0.007***

0.015***

(0.004)

(0.029)

(0.001)

(0.001)

(0.001)

(0.001)

-5.067***

-8.914***

-0.372***

-0.272***

-0.369***

-0.278***

(0.128)

(0.390)

소비재(final)

중간재(intermediate)

연구개발비중(RD_ratio)

진입비용(EC)

Constant

도구변수

(0.014)

(0.014)

(0.014)

(0.014)

0.885***

0.878***

0.825***

0.778***

(0.024)

(0.029)

(0.027)

(0.030)

L2.HHI,lnLP L2.HHI,lnLP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관측치수

88,795

18,278

68,737

68,737

64,541

64,541

기업수

13,335

3,295

9,658

9,658

9,528

9,528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의 숫자는 계수값의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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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입이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산업별 분석
Probit

산업

도구변수 고정효과

β(수입침투도)

관측치 수

β(수입침투도)

관측치 수

식품

0.074*
(0.044)

5,565

-2.993
(6.228)

4,451

섬유

0.015
(0.011)

8,118

0.018
(0.017)

6,526

목재

-0.008
(0.103)

3,746

-0.705
(0.471)

2,983

정유

-8.112
(5.166)

501

-19.611*
(10.648)

413

화학

0.095
(0.087)

10,685

0.309**
(0.144)

8,949

비철

0.297**
(0.135)

9,874

-0.142
(0.293)

7,768

철

0.322***
(0.053)

12,922

0.109
(0.088)

10,013

기계

0.501***
(0.085)

12,256

0.259**
(0.128)

8,802

전자

0.176***
(0.038)

20,859

1.527***
(0.465)

15,511

수송

0.203
(0.127)

12,397

0.07
(0.389)

9,741

기타

0.146**
(0.070)

1,746

0.225*
(0.389)

1,348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의 숫자는 계수값의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총요소생산성 누적확률분포 비교

그림 5. 총요소생산성 확률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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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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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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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입침투율이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ln   )에 미친 영향

ln  

ln(총수입)

ln(소비재)

ln(원자재)

ln(자본재)

ln(중간재)

식품

0.0469

0.649

-0.351

0

-0.833

섬유

0.118

0.00777

-0.502

7.448

0.250

목재

0.702

-0.720*

-7.116

0

0.138*

정유

11.64***

0

13,042**

-22,422

1.021

화학

0.279

-19.83

746.5

0

0.993

비금속

0.238

-8.579

58.00

0

-2.720

철

-1.919**

-51.18

-54.08

-12.57

0.639

전자

-1.193

-12.48

9.379

-2.133

2.184*

기계

-0.677***

5.436**

0

-1.348**

0.0517

수송

-0.273

0.859

0

-1.455***

0.165

기타

0.240

0.0441

0.417

-0.486

-0.678

ln(총수입)^2

ln(소비재)^2

ln(원자재)^2

ln(자본재)^2

ln(중간재)^2

식품

-0.000739

-0.0127

0.160

0

0.0355

섬유

-0.000490

-4.20e-05

0.440

-21.97

-0.00273

목재

-0.00710

0.0429

4.914

0

-0.00198*

정유

-7.645***

0

-3.480e+07*

3.546e+07

0.194

화학

-0.00809

6.573

-5,811

0

-0.0696

비금속

-0.0151

4.992

-1,465

0

0.218

철

0.0328**

111.4

4,478

10.77

-0.0108

전자

0.0118

4.544

-39.25

0.0673

-0.0344*

기계

0.0109***

-3.409***

0

0.0341**

-0.00294

수송

0.0129

-0.140*

0

0.253***

-0.0420

기타

-0.00238

-0.000667

-0.606

0.0491

0.0309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의 숫자는 계수값의 표준오차를 의미함.
3) 기업 및 연도 더미를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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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입이 산업 내 생산성 분포(ln   )에 미친 영향

식품

섬유

목재

정유

화학

비금속

철

전자

기계

수송

기타

기업내 효과

기업간 효과

공분산 효과

진입효과

퇴출효과

침투율

0.158**

0.0287

-0.0814**

0.00440

0.00123

침투율^2

-0.00213**

-0.000414

0.00111**

-5.41e-05

-2.03e-05

침투율

0.0795

0.0389

-0.0491

-0.00827

0.00990

침투율^2

-0.000329

-0.000157

0.000202

3.36e-05

-4.07e-05

침투율

1.311

0.172

0.246

0.00151

-0.123

침투율^2

-0.0133

-0.00173

-0.00247

-1.54e-05

0.00124

침투율

-2.612

3.324**

-0.302

-0.408

-0.314

침투율^2

1.905

-2.204**

0.117

0.236

0.181

침투율

1.525

0.0780

0.160

-0.0243

-0.000342

침투율^2

-0.0436

-0.00236

-0.00500

0.000718

3.57e-07

침투율

-1.249

0.119

0.0156

-0.0597

0.0157

침투율^2

0.0878

-0.00838

-2.98e-05

0.00418

-0.00117

침투율

-1.645*

-0.996**

0.0555

-0.0201

0.00347

침투율^2

0.0279*

0.0169**

-0.000862

0.000345

-8.20e-05

침투율

-112.9

3.717

1.200

-0.0589

-0.117

침투율^2

1.120

-0.0369

-0.0119

0.000584

0.00116

침투율

0.195

-0.0521

0.0930

-0.0143

0.0145

침투율^2

-0.00332

0.000845

-0.00148

0.000226

-0.000246

침투율

3.820*

0.159

0.345

0.0212**

0.155***

침투율^2

-0.180*

-0.00697

-0.0162

-0.00100**

-0.00771***

침투율

-0.701

-0.0586

0.187

0.0289

-0.149

침투율^2

0.00660

0.000557

-0.00178

-0.000275

0.00142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의 숫자는 계수값의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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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입액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진보(ln   )에 미친 영향(전체)
모형 (1)

모형 (2)

모형 (3)

규모의 경제
수입침투율

수입침투율^2

0.00488*

-0.00544

(0.00295)

(0.00556)

-2.07e-05

2.55e-05

(1.27e-05)

수입침투율_소비재

수입침투율_원자재

수입침투율_자본재

수입침투율_중간재

수입침투율_소비재^2

수입침투율_원자재^2

수입침투율_자본재^2

수입침투율_중간재^2

(2.39e-05)
0.00149

0.00173

(0.00579)

(0.0116)

-0.0201

0.0459

(0.298)

(0.596)

0.0265

-0.104

(0.0495)

(0.0990)

0.00474

-0.0138*

(0.00417)

(0.00833)

-5.16e-06

-1.31e-05

(3.49e-05)

(6.97e-05)

0.00574

-0.0161

(0.0649)

(0.130)

-0.00103

0.00339

(0.00145)

(0.00291)

-6.80e-05

0.000188*

(5.70e-05)

(0.000114)

-4.79e-05***

1.07e-05

7.31e-05**

-2.04e-05

(1.70e-05)

(3.77e-05)

(3.20e-05)

(7.55e-05)

도구변수

수입변수  

수입변수  

수입변수  

수입변수  

Observations

73,185

58,908

73,185

58,908

Number of id

10,842

9,865

10,842

9,865

HHI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의 숫자는 계수값의 표준오차를 의미함.
3) 기업 및 연도 더미를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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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
고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그간 남북경협은 민족 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무관세거래를 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묵인해왔
으나, 향후 남북경협 규모가 커지거나 경제통합이 본격 논의되는 단계에 가면 국제사회의 문제제
기가 불가피해질 전망
- 그간 남북경협은 제도화 수준이 낮고, 民(남)-官(북), 官(남)-官(북) 형태로 진행되어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시장화 촉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 남북한 FTA 체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남북한 특수관계를 반영,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화

- 중국 내륙과 홍콩 사이에 체결된 CEPA(2003) 참고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
행하는 것이 골자

-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접근
-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

남북한 CEPA 체결은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기대됨.

- 남북한간 무관세거래에 대한 국제적 승인
- 남북경협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틀 마련
- 북한경제 변화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 남북교역 확대를 통해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남북한의 산업재편을 통해 사실상
경제통합 효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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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1) 상품교역
무관세거래를 유지하되,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등은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처

- 관세율을 새로 제정하거나 관세할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WTO의 FTA 체결 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무관세거래의 국제적 승인 확보라는 CEPA 체결의 근본 취지에도 역행
-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도입하는 것도 무관세거래 원칙에 위배

비관세장벽은 쌍방간 피해 구제에 기여하는 정도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포괄적
상호주의를 적용하면서 종류별로 폐지의 속도를 달리 적용

포괄적 상호주의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이익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주의를 적용

현재 남북한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는 건별 승인제 및 한도물량 제도, 세이프가드, 보조금, 수입 권
한/자격 제한 등을 들 수 있음.

- 건별 승인제 및 한도물량 제도: 일단 CEPA가 체결되면 비관세장벽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우므로 남북경협의 중장기적 발전수준을 예견하여 미리 합리적인 양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
- 세이프가드: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수입 확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WTO 규범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허용
* 특히 중국업체가 남북한 무관세거래를 악용하여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후 한국에 저가공세를 펼
상황을 염두

- 보조금: CEPA 체결 시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할 별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행안을 마련할 필요
- 수입 권한/자격 제한: ‘와꾸’(수입 권한) 등 북한의 수입 권한/자격 제한제도를 폐지하며, 이를 유
도하기 위해 한국은 경제적 실익을 제공
남북한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여 원산지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한 후 이를 CEPA 부속문서
로 채택

현재 남북한 원산지 합의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제 교역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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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교역 및 투자
한국기업이 북한지역에 단독투자 및 합영투자가 가능하도록 보장

- 기존 서비스교역 및 투자 관련 합의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은 개방의 구체적인 일정표나 투자방식
(단독투자, 합영투자, 합작투자)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임.
- 북한은 체제침식을 우려하여 합작투자만 허용하고 한국기업이 경영에 개입하는 단독 및 합영투자
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한 CEPA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필요
남북한 경제협력에서의 ‘특혜’ 조항을 세부규정하고 우대와 특혜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 혹은 서비스
공급업체의 기준을 마련

3) 무역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남북한 간에 많은 합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남북한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

다만,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합의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에 국한되어 있어 남북한 CEPA를
체결할 때 질적 개선과 함께 지역적 확장이 필요함.

또한 북한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활동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특히 북측 근로자에 대해 한국기업이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갖도록 할 필요

나.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1) 현행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WTO 회원국인 한국의 GATT/WTO 협정상 기본 의무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MFN) treatment) 위반 문제를 제기

- WTO 회원국인 한국이 WTO 비회원국인 북한에 제공하는 무관세 혜택을 다른 WTO 회원국에도
제공해야 하는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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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WTO 보조금협정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대북 반입에 대하여 여타 회원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남북경협 정책상 제공되는 여러 특혜조치 또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방안
WTO 협정의 의무면제(waiver) 제도: 현실적으로 WTO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우며, 특
히 대북 경제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허용 개연성이 낮음.

- 남북한간 무관세에 대해 의무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간 합의(consensus)가 이루
어지거나 전체 회원국의 3/4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함.

GATT/WTO 협정의 안보 예외조치 원용: 남북경협을 안보 예외조치로 해석하기 위한 선례가 존재하
지 않아 적용이 어려움.

-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기여라는 측면에서 안보예외조치를 주장할 수 있으
나 원용할 수 있는 선례가 없음.

GATT/WTO 협정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 활용: 한국정부는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전략상 아직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적용이 어려움.

- 권능조항을 활용하려면 선진국인 한국이 개발도상국인 북한의 경제개발과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경협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북한의 WTO 가입 조항 활용: 북한의 WTO 가입은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음.

결론적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남북한간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GATT/WTO 협
정상 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것임.

3)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검토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문제

- GATT/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FTA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FTA 참여국들
이 WTO 회원국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
- 하지만 실제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FTA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승인이 무효화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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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24조의 요건 충족 문제

- GATT 24조 5항은 FTA와 관련하여 FTA 체결 전에 비해 무역장벽을 더 높이지 말아야 하며(대
외적 요건), FTA를 체결하는 회원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대
내적 요건)는 등 두 가지 실체적 요건을 요구
- 무관세거래의 성격상 대외적 요건은 큰 문제가 없으나 실체적 요건은 남북한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남북한간 거래 형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동 요건은 손쉽게 충족
이 가능할 수도 있음.
- 특히 FTA 24조의 잠정협정 조항을 활용하면 대내적 요건을 우회할 수 있음.
* 규정상 남북한 FTA는 최소 10년간 잠정협정의 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해야 하는 요건은 비적용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 북한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 적용 문제는 북한이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의 소지
가 없음.
- 단, 추후 북한이 WTO에 가입할 경우 중국의 경우와 같이 가입 후 일정 기간 후 비시장경제 지위
의 적용이 실효(失效)되도록 가입의정서 등에 명시할 필요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OPZ) 규정 인정 문제

- 한국의 기체결 FTA 상대국은 OPZ 규정이 개성공단 외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도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기체결 FTA 중 OPZ 위원회를 수립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해놓은 경우에는 동 위원회
를 통하여 해당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다.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

1) 남북한의 GDP 변화 및 남북한 교역 증가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남북한 GDP 변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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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체결로 남한 GDP는 2020년 1,822.8조 원 → 2039년 3,067.5조 원으로, 북한 GDP는 2020년
38.0조 원 → 2039년 308.3조 원으로 증가

- 남북한 소득격차는 2020년 21.4배 → 2039년 5.2배로 감소

그림 1. CEPA 체결 전후 남북한의 GDP 추이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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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GDP(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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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남북한 교역도 2020년 4,331백만 달러(남한 GDP의 0.3%, 북한 GDP의 14.7%) → 2039년 36,288
백만 달러(남한 GDP의 1.4%, 북한 GDP의 13.3%)로 증가

그림 2. CEPA 체결 후 남북교역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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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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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구조 변화와 최종수요 파급효과
변화를 분석

표 1.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구조
소비지역
북한

남한

북한







남한











생산지역

지역별 공급

지역별 생산

주:  =북한,  =남한.
자료: 저자 작성.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양국간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대남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며, 남한의 경우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대북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지역내 효과와 지역간 효과는 CEPA 체결 이후 증가

- 북한의 지역내 효과: 14.8(CEPA 체결 이전) → 16.4(CEPA 체결 이후)
- 남한의 지역내 효과: 18.77(CEPA 체결 이전) → 19.86(CEPA 체결 이후)
- 남북한 지역간: 북한 최종수요(반출)가 남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2289에서 0.6394으로, 남한
최종수요(반입)가 북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0243에서 0.0585로 증가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 역시 CEPA 체결 이후 증가

- 남한의 최종수요(반입) 증가가 북한 지역에 유발하는 효과는 2.44에서 2.90으로 증가하며, 북한의
대남 생산유발 의존도는 2.9%에서 7.4%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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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북한

생산
유발액
(A)

남한(반입)

국내수요

북한(반출)

농림어업

40,282

4,606

167,871

395

광업

9,577

650

10,653

17

경공업

31,392

6,911

532,019

1,387

중공업

75,068

3,312

2,591,078

3,849

전기가스수도

8,911

381

301,451

227

건설업

23,140

33

420,330

20

서비스업

32,311

1,637

2,987,567

1,039

전 산업

220,681

17,531

7,010,969

6,933

최종수요액(B)

최종수요
생산유발계수
(A/B)

남한

국내수요

80,195

6,051

2,721,271

1,779

농림어업

0.50

0.76

0.06

0.22

광업

0.12

0.11

0.00

0.01

경공업

0.39

1.14

0.20

0.78

중공업

0.94

0.55

0.95

2.16

전기가스수도

0.11

0.06

0.11

0.13

건설업

0.29

0.01

0.15

0.01

서비스업

0.40

0.27

1.10

0.58

전 산업

2.75

2.90

2.58

3.90

주: 개성공단 반출입 제외.

3. 정책 제언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CEPA를 설계

- 그간 체결된 남북경협 합의서들은 북한의 수용성을 우선 고려하여 시장접근이나 글로벌 스탠더드
와의 부합성 측면에서 최소주의적 접근을 선택
-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남북경협은 더 이상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지지받기 곤란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

한국은 남북한간 이익-비용의 분배에 있어 엄격한 단기적 상호주의보다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상호주
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남북경협은 어느 일방의 시혜가 아니라 양측 모두가 윈-윈(Win-Win)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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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남북한 CEPA는 정부간 협정보다는 기관간 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간 협정 형태로 CEPA를 추진할 경우 남북한간 주권 경쟁이 발생하여 협상이 제로섬 게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소지가 다분

남북한 CEPA는 기존 경협 관련 합의를 모두 포함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관계처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정치적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협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아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
는 것이 관건
- 중국ㆍ대만 FTA의 경우 기본협정에서 원칙만 합의하고 세부규정은 추후 협상과제로 미루는 방식
으로 추진하다가 정치적 장애물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로 귀결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어야
하며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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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0여 년 가까이 추진된 중첩적, 누적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1950년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
리제재결의안(U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호에 이르기까지 오랜 연원을 가짐.
- 국제사회는 2006년 1차 북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친 다자제재(유엔제재)와 그와
연동된 양자제재(특히 한ㆍ미ㆍ일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현재 핵무기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ㆍ중 접경지역 현지 조사에 의하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의 사업이 활발히 일어
나는 경향이 보였으며, 제재에 대한 적응기제가 일정 부분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본 연구는 상품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재의 실효성보다 제재가 북한의 무역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추어 분석
-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기존 거래국과의 무역 ‘중단’, 기존 거래국 중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 확대(‘대체’), 기존 거래국 중 제재 동참국으로의 ‘우회’를 통한 무역관계 유
지,1) 새로운 교역국과의 무역 ‘창조’ 등 네 가지 효과로 분해하여 검토
- 무역분석은 2002~15년 북한과 한국, 일본, 중국의 통계를 활용하여 2006년 일본과 2010년 한국의
대북 금수조치가 미친 영향을 분석2)
- 또 통계분석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동북2성(랴오닝과 지린) 현지 조사를 2016년
3~12월 동안 5회 이상 수행

1) 제재가 야기하는 무역변화인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 중 우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회무역은 제재대
상국이 제재시행국의 수출입 금지조치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무역(제재대상국-제3국-제재시행국)으로 제재시행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우회무역은 제재를 우회하여 무역경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개념과 동일하나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의 우회무역은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게 되는데, 합법적인 우회무역이란 관행적인 원산지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북한-중국-제3국’으로 우회하는 상품의
중국 부가가치 기여가 60% 이상이고 북한의 부가가치 기여가 40% 이내여서 원산지가 중국산이 되어 해당 제품의 일부 부가가
치가 북한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제재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다.
2) 2016년 북한의 4차ㆍ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효과는 관련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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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국제정치에서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상국의 정책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집단적(다자제재) 혹은 개별적(양자제재) 행위를 의미

- 경제제재는 제재의 수단에 따라 무역제재, 금융제재, 자산동결, 기타 여행제재나 항행제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제재가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국가단위 제재와 개별적(개별 기업이나 개인) 제
재로 구분될 수 있음.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제재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가 있었는데, 모두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채택

- 유엔 결의안은 이전 제재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추가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리
고 지속적으로 강화
- WMD 및 핵실험과 관련된 무역ㆍ금융ㆍ여행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49년 제
네바합의를 따라 북한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즉 비민생의 영역을 제약하는 수준에
서 제재가 가해짐.

양자제재는 북한과 경제ㆍ외교적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형태로 추진

- 미국은 한국ㆍ일본의 대북제재와 달리 국내법(1950년 수출통제법, 적성국교역법, 1977년 대외경
제비상조치법)에 근거하여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 등 네 가지 이유로 1950
년대부터 시작. 대북 금수조치, 원조 및 금융지원 금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무기수출입 금지,
관련자 입국 금지를 포함하며, 2차 대재(Secondly Boycott)효과를 전제로 고안
- 일본의 양자 대북제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시작.
2006년 대북 수입 금지 및 관련 항공ㆍ선박 입항 금지, 관계자 입국 금지, 2009년 대북 수출 금지
순서로 추진됨.
- 한국의 대북제재는 2008년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 전면 중단, 2010년 천안
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부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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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재와 무역변화

무역변화는 크게 무역중단, 무역대체, 우회무역, 무역창조 등 네 가지 경로로 나타남.

- 무역변화에 대해서는 주로 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효과(Viner 1950; Romalis 2007) 또는 비관세장
벽의 개설에 따른 무역변화 효과(Bown and Crowley 2007)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뤄
지고 있으나 제재에 따른 무역변화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 제재와 관련 선행연구도 중단과 대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짐. 제재에 따른 무역중단은
Hufbauer et al.(2009). 무역대체는 이석(2010), 장형수(2013). 우회무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인주(2015), 정은이(2015).
무역중단규모 추정

- 일본과 한국의 대북제재 이후 무역중단액은 이전과 이후 무역액의 차이로 추정
-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일ㆍ북 무역 1억 9,000만 달러(2004~06년 연평균 무역액 기준)가 중단
-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남북교역 3억 7,300만 달러(2007~09년 연평균 무역액 기준)가 중단
무역대체규모 추정

- Anderson and Wincoop(2003)의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교역국간 거리, 동일언어, 접경 여부, 시장
경제 여부, 식민지 여부, 대북제재 기간더미 등을 포함시킨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
-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남북교역은 113.1%, 북ㆍ중 무역은 95.2% 증가
-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무역은 195.0% 증가
- 대북제재를 시행한 국가의 대북무역은 대폭 줄어든 데 반해 주변국가의 대북무역은 증가했는데
특히 북ㆍ일 무역 중단 후 남북교역 증가율이 북ㆍ중 무역 증가율보다 크며, 2010년 남북교역
중단 후 북ㆍ중 무역 증가율이 남북교역 감소율보다 커 양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외무역
이 중국으로 점점 더 집중되는 효과가 보임.
우회무역규모 추정

- 중국 해관통계에서 중국보세구를 통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세무역 분류하의 중국의 동
북지역 해관을 통과하는 중국의 수입품목 중 북한산이 80% 이상인 HS 코드 8단위 품목들을 추
린 후 이 비율을 같은 해관을 통과하여 타국으로 수출되는 같은 품목들에 적용하여 계산함.
- 이 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에서 중국 보세무역구를 통과하여 수출되는 주요 국가는 한국, 일본, 미
국 등으로 나타남.
- 주요 우회수출품목은 의류, 철강, 광물, 기계 등으로 나타나나 의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 총우
회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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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 동북 북ㆍ중 국경지역의 보세구역에 수입하는 의류 품목들인 HS코드 61번과 62번 중
대부분기간 동안 99% 이상은 북한산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같은 관세구역에서 동일한 기
간 동안 수출되는 HS코드 61번 62번류(하부단위 포함) 품목들은 실제로는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가는 구도임.
-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된 우회수출액은 중국해관무역의 누락으로 인해 2009
년도에 약간 감소한 것3)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6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일 우회무역은 북ㆍ중 무역의 약 2.1%(2007~09년 연평균 무역액
기준) 차지
- 2010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한 우회무역은 북ㆍ중 무역의 약 5.6%(2010~12년 연평균 무역액
기준)를 차지, 북ㆍ중ㆍ일 우회무역은 약2.6%(2010~12년 연평균 무역액 기준) 차지
2006년 일본,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중국으로의 무역대체와 무역우회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
로 북ㆍ중 무역이 상당 규모로 증가

- 이는 북ㆍ중 무역의 최근까지 급속도로 증가한 현상이 순전히 두 국가간의 무역액 증가로 인함이
아니라 그중 일정 부분 북ㆍ중ㆍ한, 북ㆍ중ㆍ일 등의 우회무역효과가 포함돼 있음을 시사
- 특히 우회무역, 즉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의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그 절대액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이 의류가공업에 비교우위가 있어 중국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 등지로 우회무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추정
-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에서 의류임가공으로의 주력산업 이동을 통해 중국의 경기둔화
와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광물자원에 대한 제재효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임.

다.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실태조사

대북제재가 접경지역의 대북사업 주최와 지역, 주요 무역상품,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
대북사업 주최가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 중개인에서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 이후 중국 한족 경영조선족과 북한 화교 현지 중개인 형태로 변화

-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북ㆍ중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추진하면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한족기업에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한족의 북ㆍ중 경협에 대한

3) 이에 대해서는 남진욱, ｢북중무역 통계의 특이성｣ 북한경제리뷰를 참고하길 권유. 이에 의하면 누락된 2009년 4개월치의 중국의
대북무역 해관통계는 “기타 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115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대북사업의 지역도 1990년대 옌벤(지린)의 조선족 주도에서, 2000년대에 한국인이 진출하면서 단둥
(랴오닝)으로 이동

- 1994년까지는 옌벤주에서 북ㆍ중무역의 60%가 이뤄졌으나 이후 교통의 다양성 및 편리성, 북한
도시의 경제발전 정도, 임가공무역의 발달, 북한 내부의 한족 무역상과의 거래 지시 등으로 인해
단둥시가 북ㆍ중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해 현재 북ㆍ중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무역상품도 2010년 대북제재 이후 전통적인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섬유와 수산물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 무연탄과 철광석은 유엔제재에서 민생목적품목의 교역은 제재의 예외로 하여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 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양상을 보인 것은 북한의 값싼 노동
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임가공산업의 발전에 기인한 섬유(의류)제품임.
- 이를 통해 원부자재를 북한에 공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의류들이 보세무역형태로 세계 각
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 또한 북한의 외화벌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 수산물 또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북한이 중국에 조업권을 팔고 어로활동을 승인하면서 포
획된 수산물은 나선시의 수산물가공공장으로 옮겨져 가공공정을 거쳐 중국으로 반입되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음.

대북제재로 대북사업의 주최, 지역, 상품 등은 변하고 있으나, 무역규모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해외노동자 파견 등 인적 교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기존 북ㆍ중 접경지역 파견 북한근로자는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북한 무역업
종사자로 한정되었으나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북한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고 있음.
-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ㆍ중 접경지역의 중
국 섬유(의류) 제조 공장으로 파견되고 있음.

라. 제재의 변화와 파급효과 전망

대북제재 강화의 핵심 요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여부임.

-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의 내용은 금융분야의 2차 제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및 철광석 수출을 제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류 및 수산물 등 임가공품의 수출 제재,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차단 등임.
-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에 실질적 압박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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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한ㆍ미ㆍ중 간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이 국가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장애물인 사드 배치 등 안보이슈 관련 상호 불신
을 불식시켜야 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재대상범위가 조율되고 관련 부수적 피해에 대한 구제
책이 마련되어야 함.
- 대북제재가 강화된다면 제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북한의 무역이 전면적으로 중단되
는 형태로 나타날 것임.

제재 완화는 UN의 대북제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문제가 해결된다면 최소한 2006년 수준의 대북제재
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임.
- 한국의 금강산 관광 중단과 5ㆍ24조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재들은 북
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로 인해 완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적 레버리지라는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나 일본의 대북제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가 관여되
는 제재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만이 아니라 남북관계나 북ㆍ일관계 현안(군사위협, 납치자문제 등)
이 함께 해결되어야 완화나 해제가 가능함.
- 미국의 대북제재 해결은 관련 법률의 폐기나, 수정, 북한 적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매우 복잡.
-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무역이 재개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 경우 과거
북한의 주요 거래국이었던 한국ㆍ일본과의 무역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며, 중국으로의 대체ㆍ우회
되었던 무역의 일부가 빠르게 줄어들 것임.

대북제재 강화 혹은 완화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는 북한의 행동변화, 한ㆍ미ㆍ일의 정책변화, 중국의 정
책변화 등 세 가지임.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가. 시사점
1) 대북제재의 성과
2016년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성과는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북한 외화 조달의 어려움 가중,
북한 우회무역의 품목 다양성 감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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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제재로 미국과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 핵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증되고 있음.

2016년에는 북한의 수출이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는 데 반해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또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의 비상품교역에서 화소득원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 결과적으
로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화수급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북한 수출품목의 다양성 감소

- 대북제재와 함께 무연탄, 철광석을 위시한 원자재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북한의 교역환경
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주력 수출품의 수출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 대북제재로 기존 주력 수출상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이 줄어듦과 동시에 신규 수출품 발굴
이 늦어지면서 북한 수출품목의 수와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 우회무역도 예외는 아님. 우회무역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품목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의류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비교우위를 가진 노동집약적인 임가공품(의류) 수출확대를 꾀할 것으로 판단됨.

2) 예상하지 못했던 대북제재의 효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증가

- 2006년 이전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었던 한국과 일본의 양자 대북제재는 풍선효과를 야기하여 북ㆍ
일 무역과 남북교역이 북ㆍ중 무역으로 이전되어 이제는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을 거의 독점하
는 상황

또 북ㆍ중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에 촉매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ㆍ소
규모의 한국인 사업가가 타격을 입고 사업을 축소ㆍ중단하는 결과를 초래. 이 빈자리를 중국의 한족과
조선족이 메우면서 대북 비즈니스는 오히려 확대ㆍ지속되고 있는 상황

나. 정책 제언

1)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한국
인의 대북사업 참여가 확연하게 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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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도 2/4분기에는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압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으나, 3/4분기에 접어들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2016년 안보리 5차 대북제재 결의안(USCR 2270)도 중국이 상무부 공시를 게시한 2016년 4월부
터 7월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이 확연하게 줄었음. 그러나 이후 7월 사드 설치가 이슈화되면서 북
ㆍ중 무역이 증가하였음.

한국과 일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음.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갈 필요가 있음.

2)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분쟁문제와 대북제재문제 분리
미국과 중국의 환율조작, 과잉생산 등 경제적 갈등이 북한 핵개발문제와 맞물리면서 한반도 핵문제가
미ㆍ중 갈등의 대리전 형태로 발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미국과 중국은 대북제재 주요 당사국인바, 미ㆍ중 간 경제적 갈등이 대북제재 이슈로 번질 경우,
불가피하게 대북제재에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것임.

- 또한 주요 갈등분야인 환율조작, 과잉생산 및 수출에 대한 덤핑판정(특히 철강) 등에서 한국이
중국과 동일한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북한이 핵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대북제재를 완화함과 동시에 남북한 경제교류를
시도하게 될 것인데, 만약 대북제재 문제가 미ㆍ중 간의 경제적 마찰문제와 얽힐 경우 남북한 관계
개선문제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때문에 앞으로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ㆍ중 간의 경제적 갈등은 대북제재 이행과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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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북한을 활용한 역외가공 양성화 필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하여 역외가공 양허를 획득한 뒤 한국산으로 표
기하여 수출하고 있음.

북한의 경우 2015년부터 대중 의류수출이 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임가공형태의 역외가공으
로 북한에서 가공되어 중국으로 재수출된 뒤 중국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상황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준수 여부 재확인이 필요하며, 중국산 표기를 위한
원산지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경우, 역외가공에 따른 원산지 표기 변경 금지 및 관련 규정 준수로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4) 북ㆍ중 접경지역 세관의 통관 및 검역 절차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
대북제재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중국세관을 거치지 않는 비공식무역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 관세청의 통관ㆍ검역 시스템을 북ㆍ중 접경지역에 이양하면서 접경지
역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음.

비공식무역을 공식화할 경우, 중국당국은 관세수입 증가와 국경통제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남북한관계 개선 필요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는 남한과 북한 모두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함.

-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 비중은 9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2006년과 2010년 대북제재로 북ㆍ
중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였음.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교역과 북ㆍ일 무역이 빠르게 늘면서
북ㆍ중 무역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대북제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단지 북한뿐만이 아니며, 대북사업가와 남북교역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한국도 대북제재로 인해 피해를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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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적인 문제를 분리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간 경제교류의 명맥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음.
통일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서로의 경제상황과 산업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
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자 혹은 양자 회담의 형식으로 다양한 대화협의 채널을 개발하고 유지해나가야 함.

- 2016년 10월 대북제재기조 가운데서도 북ㆍ미 간 말레이시아에서 비공식 접촉이 이어졌음.
- 양 지역이 빈번한 비공식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 각종 회담 추진에서 의견차이를 좁혀
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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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선진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의 지분
조정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을 계기로 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한 데다 경기도
추세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과잉 건설부문 해소, 신성장동력 창출, 변방 개발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방대한 외환보유액 활용 등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음.

- 이에 일대일로 전략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할 새로운 다자개발금융기구가 요긴해진 데다 금융기
관 · 지방정부 및 건설업계 간 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능률을 걸러내는 장치 마련과 달러화 위주
투자자산의 리스크 분산, 위안화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서도 새로운 국제금융기구가 필요

본 연구는 2016년 들어 AIIB가 운영을 개시하고 위안화가 2016년 10월부터 IMF SDR의 통화바스켓
에 편입되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갖추어감에 따라 새롭게 태동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 움직
임과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기존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상황 및 한계,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상황, 그리고
중국금융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진단과 중국이 주도하는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 및 전망을
점검
- AIIB, NDB 등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의 출범 배경과 운영 및 투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현황, 향후의 발전전망 등을 다각도로 분석
-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통화스와프 확대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가능성을 점검
-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AIIB 등 신국제금융기구 설립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신금융기구 활용방안,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및 신금융기구 활용방안, 정부의 정책적 지
원방안 등을 점검하고,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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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NDB와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
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성과를 거둠.
- 또한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
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
-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 및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
목표하에 진행되어 2015년 말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비중은 16.6%
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는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시장화 등을 계
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음.

-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
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 내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으며,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나.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NDB 등과 실크로드 기금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
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음.

-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
자금조달 및 대출 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서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 등은 기존 MDB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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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ㆍ전력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타 MDB
와 수원국 정부의 제안사업을 검토한 후 참여, 타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를 통한 참여,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정부보증부 대출로서 융자규모가 크지 않는 점 등이 특징임.
- NDB 지원 사업은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분야(수력, 풍력, 태양력 발전 등)에 집중하고, 정부
차관(중국), 정부 보증부 대출(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나 비정부 보증부 대출이라도 국가 주
도 은행에 대한 대출(브라질, 인도)이라는 특징이 있음.
-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기초인프라, 에너지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징임.
-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
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할 것임.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
영노하우와 인프라시장 이해 등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여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
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는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

다.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 블록 형성 가능성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
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둠.

-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기능과 투자통화기능이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
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음.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음.

-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중국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ㆍ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건전성 감독과 국제
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음.
-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인 만큼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ㆍ개
선해나갈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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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홍콩·대
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타나고 있음.

3. 정책 제언
가.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중국의 부상을 서구 주도 금융질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라는
3대 측면에서 종합해보면, 중국금융의 지향 목표 및 역량, AIIB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
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 국내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 견제
에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함.

-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나가야 할 것임.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
해야 할 것임.

- 또한 신금융질서에 대해 우리 국책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의 수출
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사업 수행실적이 축적된 한국 수출입신용기관(K-ECA)이
AIIB와 초기 협력을 통하여 네트워크와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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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
해나가야 할 것임.

나. AIIB 체제에의 대응

1)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 조달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함.

기업역량은 MDB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된 경험을 축적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MDB
조달시장에 대한 현지 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해야
할 것임.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AIIB의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
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함.

아울러 한국 인프라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을 도로·철도·전력 등의 단순 인프라 건설에
서 진일보하여 ICT를 결합한 융합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MDB 사업 참
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긴요함.

정부는 해외 건설계약, 클레임 및 MDB 수주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교육을 강화
하고,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측면 지원해야 할 것임.

2)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주
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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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PF 업무 및 중국기업
과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함.

한국 금융기업의 해외 인프라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

-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ㆍ심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ECA의 보증부 대출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다수의 사업실적을 축적해나가야 함.
- 자금조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를 통한 적정 신용등급 산출과
유동성 프리미엄 축소, 사업 초기 투자 심사 및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고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운
영시기에 접어든 인프라 자산을 인수하여 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국내 기관투자자간 협력
을 증진하는 방안 등이 유용할 것임.
- 아울러 건설기업ㆍK- ECA와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도 필요할 것임.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해야 할
것임.

3)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AIIB 비회원국인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임.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우선 한국형 DFI(산업은행의 역할 확대 개편 또는 가칭
한반도개발은행 설립)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에 대해 우리 금융기관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 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
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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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은 태동단계에 있으며 일대일로 사업도 서남아 등에서는 빠르게 진행되
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
로 인해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임.

-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ㆍ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로서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며, 국제
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함.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
요가 있음.

-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역량의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어려
운 여건 가운데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기업의 해외자금 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
서 선제적인 정책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즉 중국이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통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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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이 저성장시대의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과제를 직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아베 내각은 2013년 6월 성장전략(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을 각의결정한 이후 매년 6월
개정판을 각의결정
- 이로써 2016년 말 현재에는 ｢2013년판 성장전략｣, ｢2014년판 성장전략｣, ｢2015년판 성장전략｣,
｢2016년판 성장전략｣ 등 4개의 성장전략이 존재하는데, 2016년 8월에 단행된 아베 내각의 2차
조각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성장전략들은 제1단계 성장전략, 그 이후의 성장전략인 ｢2016년판
성장전략｣은 제2단계 성장전략으로 구분
- 제1단계 성장전략이 규제개혁과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이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근
로방식의 개혁으로 초점을 이동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 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 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
명, 고용ㆍ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를 점검

- 2016년 말 시점에서 성장전략 관련 시책들은 법제화 기준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존재
- 전력 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 등 전력시스템 개혁이나 의료분야, 그중에서도 재생의료의 전략시장
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을 통한 사업재편, ｢회사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 측면에서는 법제화에 성공
- 그러나 아베 내각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고용ㆍ노동시장 개혁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정규직의 해고 규제 완화나 성과연봉제, 노동자 파견 규제의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시책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2단계 성장전략에서는 근로방식의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 제2단계 성장전략에서 핵심 정책으로 부상한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은 정부가 ‘산업비전’이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추진과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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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같은 정책과제를 감안하여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우리 정부에 주는 정책 시사점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성과: 총론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정책의제 중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 개혁을
통한 재생의료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 개혁 등 3개 분야로 요약

- [전력시스템 개혁] 2016년 4월부터 전력소매시장에서 신규 진입업체가 기존 10대 전력회사와 대
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유화. 그 결과 2016년 6월 현재 가스회사, 정유회사, 상사,
통신사업자 등 300개 이상의 기업이 전력소매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비록 시행 2개월간 소비자의
1%만이 전력회사를 교체하였지만, 전력 소매 자유화는 기업간 경쟁효과를 예고
∘ 예를 들어 도쿄가스와 쇼와쉘석유는 2016년 2월 공동운영하는 가스화력발전소 출력을 원자력발전소에
필적하는 122만 kW로 확대하였고, JX에너지, 이데미쯔흥산(出光興産), 신닛데츠스미토모금속(新日鉄住
金), JFE스틸도 발전설비를 증강할 계획인데 그 규모는 총 1,000만 kW를 초과
∘ 이와 같은 이종(異種)업체의 전력시장 진입은 2020년 발전ㆍ송전 분리를 앞두고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공
급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음.

- [재생의료분야의 전략시장화] 아베 내각은 2014년 11월 ｢약사법｣을 ｢의약품의료기기법｣으로 확
대 개편하였고, 재생의료제품에 한해서는 유효성이 추정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조건 및 기한부
로 제품의 판매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
∘ 2015년 4월에는 조기 임상시험단계에서 제품의 확실한 유효성이 예견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정하
여,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승인 심사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선구적 심사지정제도｣도 도입
∘ 그 결과 2016년 2월에는 니프로와 삿포로의대 등 3건의 재생의료제품 산학 공동개발이 선구적 심사대상
으로 지정되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벤처 재생의료기업들이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개시하는가 하면 일본
내 이종(異種)업체인 시세이도와 후지필름, 니콘 등이 재생의료분야에 진입

-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 개혁] 2016년 11월 현재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총 12곳에서 규제특
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아베 내각이 국가전략특구를 ‘사회실험적’ 내지는 ‘지역한정적’ 규제 개혁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해
당사자간 이해상충이나 기득권 문제로 규제 개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덩어리 규제’ 영역과 신기술
의 안전성 미확보문제로 선뜻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없는 미래신산업 혹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다소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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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특례, 병상규제 특례, iPS 세포를 활용한 시험용 세포 제조 허용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고, 농업분야에서도 농지 매매ㆍ임대 허가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양하도록
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로손, 구보타, 이토요카도, 오릭스 등 유통 및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농업 경영에
참여
∘ 미래신산업 혹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는 드론, 자율주행, 원격의료의 실증실험 및 규제 개혁
측면에서 다소 진전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쿄권 치바시 특구가 드론을 활용하여 의약품과 생활필
수품을 배송하는 드론 택배 시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와 센다이시 특구가 레벨 4의 완전자율주행을
염두에 둔 실증실험을 실시한 사례는 눈여겨볼 만함.

나. 사업 재편의 성과와 과제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일환으로 2013년 말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기
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 일본에서는 그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완화나 회사분할, 주식교환과 같은 각종 제도의 도입,
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 재편의 특징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데 있음.
∘ 미쯔비시중공업과 히다찌제작소가 각각 화력발전 사업부문을 떼어내어 미쓰비시히다찌파워시스템즈
(MHPS)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례를 보면, 전자가 대형 가스터빈사업과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서의 판로
가 최대 강점이고, 후자는 중소형 가스터빈사업과 유럽, 미국에서의 판로가 최대 강점인 점을 살려 제품
라인업과 글로벌 거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사업 재편을 단행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정부의 사업 재편 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업재편촉
진세제인 법인세 이월조치와 등록면허세 경감조치라 할 수 있음. 신회사가 기술개발이나 글로벌
진출과 같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이 제도들은 여유자금 확보에 크게 유용

그렇지만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산업혁신기구를 통해 사업 재편에 개입하는 과정을 보면, 외국기업
이 자국기업을 인수하는 데 대해 극도의 저항감을 표시하고 메가뱅크와 같은 금융기관들을 동원하여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간 ‘짝짓기’를 강행

- 이것은 기업 스스로의 사업 재편을 가로막음으로써 사업 재편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원천적
으로 차단하는 비효율적 개입이라 할 수 있음.
- 산업혁신기구와 같은 관민펀드나 정부의 기업재생 지원은 실제 지원대상이 리스크는 크지만 정책
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지 않는 채 이루어짐으로써 과도한 정치 개입, 투명성 결
여,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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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재편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해서 정부가 개입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
∘ 즉 2016년 초 샤프의 재건을 둘러싸고 산업혁신기구가 대만 홍하이정밀공업(鴻海精密工業)의 출자를 반
대한 사례를 보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구실로 개입하면 이것은 ‘좀비기업’이 계속 시장에 남도록 도와주
는 것이며 결국 시장(market)의 건전한 발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아베 내각은 2013년 6월 성장전략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구조 개혁과제로 명시하고, 2014년
1월에는 ｢JPX Nikkei INDEX 400｣을 산출(2014년 1월), ｢일본판 Stewardship Code｣ 확정(2014
년 2월), ｢회사법｣ 개정(2014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적용(2015년 6월) 등의 성
과를 거둠.

- 위와 같은 개혁조치들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임.

[일본 상장기업의 독립 사외이사 선임 급증] 2015년 6월 상장기업들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2016년 6월에는 98.5%의 상장기업이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고, 96.2%의
상장기업은 1명 이상의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2명 이상의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 비율
도 77.9%에 달함.

- 일본은 200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2013년 6월 당시 도쿄증
권거래소 1부의 상장기업 중 46.9%만이 독립 사외이사를 도입하였고 당시 독립 사외이사의 요건
역시 ‘느슨한’ 상황이어서 독립 사외이사제도가 정착하지 못하였음.
- 물론 일본기업들 역시 사외이사 선임문제에서 독립성과 실효성 간 trade-off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인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독립 사외이사들이 과연 자신이 속한 기업과 산업의 고유
식견을 초월하여 사업전략 측면에서 기업경영에 공헌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
∘ 다만 기업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면 ROE로 평가한 기업실적이 개선된다는 실증결과로 보아 독립 사외이
사 도입이 기업실적 개선에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일본기업의 ROE 개선] 일본기업의 ROE는 미국이나 영국, 중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나
2011년 11월 3.3%, 2012년 12월 5.7%, 2013년 12월 8.5%, 2014년 12월 8.5%로 2013년 아베
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기업의 ROE가 급상승

- 다만 ROE를 매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산), 레버리지(=총자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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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본) 등의 구성요소로 분해했을 때, 그간 일본기업이 특히 취약하였던 매출이익률 분야가 구조
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
∘ 즉 일본기업의 매출이익률이 낮은 이유를 과도한 저가경쟁, 사업 재편 부진, 법인실효세율ㆍ에너지가격ㆍ
경직적 노동 규제 등 고비용구조, 거래관행에서 찾고 있는데, 2013년 이후 일본기업의 ROE 개선을 이
요인들의 개선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불투명

[일본기업의 리스크 회피 성향] 아베노믹스의 ｢2015년판 성장전략｣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목표로서 ‘공
격적’ 거버넌스 실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2015년 6월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적용

- 일본기업의 경영자들은 Risk-taking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추궁에 대한 우
려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의사결
정을 독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본기업의 경영진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과감하게 Risk-take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확립하고, 나아가 과감한 Risk-taking 의사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영진은 교체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과는 제한적

[기관투자자의 역할]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주주, 특히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
화하고 기업경영진의 주주(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

- 宮島(2016)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을 선택할 때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정책주식 보유,
즉 주식 상호 보유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호
∘ 게다가 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율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만큼 기관투자자가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기업지배구조기능에 순기능을 수행함을 의미

- 그럼에도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수평적 계열관계의 일원으
로서 여전히 ‘안정주주’로서 일정한 투자수익 확보에 만족.
∘ 즉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으로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일본판 Stewardship Code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일본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거버넌스 기능이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

라. 신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제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구축] 로봇, IoT, AI 등 각 부문별로 설치된 민관 협의체 설치

- 예컨대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는 산하에 ‘IoT에 의한 제조 비즈니스 변혁 작업반’(WG)을
두고, 일본 제조업의 미래상과 산관학 협력분야에 대해 검토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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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에는 과거의 산업경쟁력회의와 미래투자를 향한 민관대화를 통합하여 ‘미래투자회의’
를 내각부에 설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도로운송차량법 ‧ 지침(로봇, 무인자율주행 관련), 항공법(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빅데이터 관련), 의료기기프로그램 지침(인공지능 관련) 등의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단행

-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서는 2011년 6월부터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특구제도를 활용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탑승형 이동 지원 로봇’에 대해 3년간 공공도로 실증실험사업을 실시
∘ 2015년 7월에는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일부 개정,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등을 통해
츠쿠바시의 ‘탑승형 이동 지원 로봇’의 공공도로 실증실험사업을 전국화

- 2016년 5월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실증실험에 대한 지침
발표
∘ 이 지침은 관련된 제도, 실증실험 실시주체의 기본적인 책무, 공공도로 실증실험 관련 안전확보조치, 운전
자(테스트 드라이버)의 요건, 운전자와 관련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요건, 실험차량 관련 각종 데이터의 기
록‧보존, 교통사고 시 조치, 배상능력 확보, 관계기관에 대한 사전연락 등으로 구성

- 2015년 12월 시행된 ｢항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
본 규정을 도입.
∘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가 필요한 구역(空域), 비행방법, 기타 등의 내용을 정함.

- 2015년 9월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개인의 동의 없이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익명가공정보’와 그 취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한편 제3자
제공에 관계된 본인 비동의(opt-out)‧공표 등의 절차, 데이터 거래 기록의무, 공시 등의 청구권화, 개인정보
DB 등 제공죄, 국제적인 데이터 유통에 대응한 외국의 제3자 제공에 관한 규정 정비

- 2016년 3월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진단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적합성 판단 시 고려요인, 등급분류 및 일반적 명칭 부여 여부 확인, 심사 시 논점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콘셉트, 기능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사항, 승인 후 의료기
기 프로그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마. 노동시장 개혁

1) 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 및 성과임금제 도입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 일본정부는 판례에 의해 부당해고 판결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체계로 명
확히 정립하고자 하였으나, 해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구제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진전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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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 내각부 산하 규제개혁회의가 2015년 3월 부당해고의 금전보상제도 도입을 제안
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금 체계 설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 그러나 노조 측에서 부당해고의 금전보상제도를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풍토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애초에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분쟁해결 시스템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진전을 보지 못함.
[성과임금제] 2015년 4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이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임금을 책정할 때, 업무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성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그러나 야당 및 노조가 해당 법률안을 ‘과로사를 촉진하는 방안’ 혹은 ‘잔업수당 제로 법안’이라고 반대

2) 노동 공급력 강화
[여성인력의 활용] 2015년 8월 ｢여성활약추진법｣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1명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여성근로자 활약상을 점검하고, 여성활약을 촉진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

- 2016년 11월 기준으로 자사의 여성활약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 이를 ｢여성의 활약추진기
업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업은 7,374개에 이름.
∘ 아베 내각은 성장전략하에서 여성관리직의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내각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여성이 관리직에 차지하는 비중은 계장
급 17.0%, 과장급 9.8%, 부장급 6.2%에 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본정부는 한정정규직을 도입하여 엄밀한 의미의 정규직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012년 8월 노동계약법 개정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으로 전환시키도록 의무화하자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정정규직 보급 확대
- 아베 내각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의 실현을 성장전략에 밝힌 바 있고, 이미 일부 기업이 자발
적으로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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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확보] 아베 내각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개정, 우수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인력 확보에 주력

- 그럼에도 2015년 기준 출입국 심사에서 고도전문직 인재로 인정받은 외국인의 수는 2,308명(신규
입국자 136명, 재입국자 2,172명)으로 전체 입국자 1,968만 8,247명의 약 0.01%에 불과

3. 정책 제언
가. 사업 재편

우리 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있고, 조선ㆍ해
운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상호ㆍ순환출자 제한 규제에 관한
특례와 같은 일부 특례 조항은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기업활력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사업 재편을 하는 경우 계
열사 재편에 따른 상호ㆍ순환 출자 해소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주는 특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재벌 오너가 사업 재편을 빌미로 기업그룹을 3, 4세에게 편법승계할 수 있는 여지
를 제공했다는 비판은 계속 유효
- 또한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과 신산
업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산업의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비춰,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말 그대로 기업이 선
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책 못지않게 사업 재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
는 것이 중요

- 2000년 이후 일본의 사업 재편 경험을 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완화나 회사분할 및 주식교환과
같은 각종 M&A 관련 법제도의 도입, 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이 기업의 사전적 사업 재편에 크게
유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M&A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기업간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우선 고려

- 현재 우리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산업경쟁력강
화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장조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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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상업종에서는 기업 내 설비축소나 기업간 합병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표방
- 그런데 일본의 세 차례에 걸친 석유정제업 재편 경험을 보면, 정부 주도의 기업통폐합이 사업부문
간 포트폴리오 보완이나 적절한 가격결정력(price-setting power) 확보를 통한 매출확대, 나아가
비용절감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들의 고통분담 내지는 때늦은
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

일본의 조선산업 사업 재편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업은 공급과잉 등 글로벌 환경의 악화에
따라 사양화되는 사업부문은 폐지하고 고부가가치의 동종 사업부문이나 이종 사업부문으로 다각화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조선, 중장비 기계, 항공기 등의 사업부문을 두고 있었던 미쓰비시중공
업의 사업 재편 사례는 참고할 만함.
∘ 화력발전시스템부문은 2014년 2월 히타찌제작소와 통합하였고, 제철기계부문은 2015년 1월 히타찌제작
소, IHI, 독일 지멘스와 통합. 조선부문에서는 2010년부터 bulk carrier 등 범용상선분야에서 철수하는 대
신 여객선과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분야에 특화

나. 기업지배구조 개혁

사외이사의 독립성만 확보하면 이사회의 순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등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이슈는 기업지배구조 강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

-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상장법인에 대해 이사회의 1/4 이상, 최소 1인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1999년에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한 결과 2014년 말 현재 상장회사의 이
사회 중 사외이사 비중이 약 40%로까지 늘었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은 매우 취약한 게 사실
- 일본은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comply or explain 원칙을 도입하였고, 사외이사 배제요건도 자사와 자회
사의 이사나 사용인은 물론, 친족 등 관계인으로 확대. 그 결과 2016년 6월 기준으로 96.2%의
상장기업이 1명 이상의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하였고, 2명 이상의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도
77.9%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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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통제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 모두 이사가 감사위원 역할을 겸임하는 데서 비롯
되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현안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쟁
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 역시 2002년 상법을 개정한 이래, 어떻게 이사회의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것인가를 두고 시행착오를 거듭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의 도입을 명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
소액주주의 권한 보호 및 강화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

- 일본의 경우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으로 기존 ｢주주대표소송제도｣보다 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한국의 재벌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강화 측면에서 검
토가치가 높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2월 일본이 Stewardship Code를 도입한 목적을 보면, 검토의 여지가 충분

- 다만 일본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은행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투자자
역할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에서
Stewardship Code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관투자자의 단기주의(short termism)가 시
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다. 신산업 육성

일본의 ｢미래투자회의｣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 2016년 9월 아베 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민관 연계로 진행하고 이와 관
련한 성장전략과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경쟁력회의 및 미래투자를 향
한 민관대화를 통합하여 ｢미래투자회의｣를 설치
- ｢미래투자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분야인 로봇, IoT, AI의 각 부문별로
설치된 민관협의체로 이관되어 구체화
∘ 예컨대 IoT 분야의 경우, ｢IoT 추진 컨소시엄｣ 산하에 있는 선진모델 사업추진작업반(WG)인 ｢IoT 추진
랩｣은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멘토‧규제특례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해당 산업
의 발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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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을 민관협력하에 수립할 필요

- 일본정부는 IoT, 빅 데이터, AI 등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참여하에
｢신산업구조비전｣(2016년 4월)을 마련하고 7대 국가전략을 선정
∘ 이 비전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산업‧고용 구조전환 가속화뿐
만 아니라 파이낸스기능 강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파급,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고도화까지 망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

- 일본은 이미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하여 아이치현, 치바시, 카가와현 등의 지역에서 자율주행, 드론,
원격의료 등 신산업의 실증실험을 거쳐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최근에는
선진적인 IoT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벤치마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드론, 자율주행, 의료 등 각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ㆍ세제 지원 및 각종 규제 완화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정책.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신성장 산업기반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라. 노동시장 개혁

우리나라의 경우도 파견근로자의 경력관리 등 비정규직에 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

- 일본은 2015년 ｢파견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와 이들에 대한 실
질적인 처우개선을 동시에 수행. 즉 파견근로자를 원칙적으로는 3년 한도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
으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먼저 파견근로자의 경력개발조치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협상 관련 사항을 설명
하도록 하여 처우개선도 함께 도모
- 이는 고용유연화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병행 혹은 선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시사

일본처럼 다양한 형태의 근로방식을 도입하고, 정부는 세제개혁 등 제반 제도 개선에 주력할 필요

- 일본정부는 ‘근로방식의 개혁’을 통해 근로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구축을 꾀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들이 추진하는 유연근무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 역시 가
파르게 나타나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근로방식
의 도입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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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 특히 정규직 해고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정규직이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확립된 종신고용 혹은 연공서열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노동시장 유연화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아베 내각이 중점적
으로 추진했던 ｢부당해고의 금전보상｣과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등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2016년 1월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관련 행정지침을 마련하였으
나 노동계의 반발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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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기업이 ASEAN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효율성을 개선
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국 기업과 협업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임.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

- 만일 ASEAN 현지국 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임.
∘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국 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그러므로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서 ASEAN 지역생
산 네트워크(RPN: Regional Production Network) 구축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SEAN 역내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임.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국 기업과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
적으로 낮음.

-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의 ASEAN 현지 기업 활용방안 도출에 활용함.
∘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ASEAN
현지 기업의 지역생산 네트워크 참여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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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ASEAN 현지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영실태

2010년 이후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은 경쟁력을 개선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본 연구가 수행한 경영진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 않았음.
∘ 지표에서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
지 않았음.

-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음.

ASEAN 지역으로 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함.

-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
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변함.
- 대ㆍ중ㆍ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국 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임금인상문제, 통관 관련 문제
등 예전부터 주목받아온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
점이 추가로 제기됨.

- 동반진출은 중소기업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
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제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킴.
-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됨.
-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
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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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과 일본의 對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비교: 현지 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본의 對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가) 일본은 먼저 전기ㆍ전자, 기계,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함.
일본은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나 지식ㆍ경험ㆍ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는 자동차ㆍ부품 생산 및 부품 공급체계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에 걸쳐 운영하고 있음.
일본은 생산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제를 ASEAN 지역에 구축함.

-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형성했음.
-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국 기업의 제품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가격경쟁력을 높였음.
ASEAN 현지 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하고 있음.

-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함.
나)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15년) 꾸준히 강화해왔음.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 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여왔음.

- 일본기업이 현지국 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인데, 이 국가들은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산업별로 현지국 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

- 수송 기계ㆍ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음.
-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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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음.
∘ 일본은 현지 조달품목과 본국 조달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도 고품질ㆍ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
를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에 형성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함.

2) 한국의 對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가)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ㆍ부품을 주로 조달하였음.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삼성을 필두로
한 대부분 진출기업이 전기ㆍ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임.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한국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 기업에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됨.
나) 한국기업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
으로 보임.
일본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ㆍ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 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현지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일본과 같은 네트워크를 완성하지 못했음.

일본의 지역생산 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특히 한국의 지역생산 네트워크는 ASEAN 현지 기업의 활
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그 이유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짧기 때문임.
-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ㆍ중ㆍ소 기업이 동반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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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ㆍ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비교
구분

한국기업

- 아직 낮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상승 중
현지 조달 비중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빠르게 상승
및 특징
- 현지 조달과 중국 수입이 비슷

일본기업
- 대부분 국가에서 높고 상승 중
- 태국이 가장 높고 베트남에서 빠르게 상승
-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 상승

현지국기업 조달 - 현지국 기업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협력업체 비중도 높음. - 현지국 기업과 일본계 기업 비중 비슷
배경 또는 원인
대표 업종

짧은 진출 역사로 현지생산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하지 못함 - 진출 역사 오래
단순임가공분야 진출 활발
- 현지에 많은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보유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진출 유형
- ASEAN 주요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폭넓은
본사(한국)나 고객사의 거래선 지정 혹은 원부자재 제공
생산거점 구축

- 뚜렷한 대표 업종 없거나 초기 구축 단계

최근 변화 혹은 -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활발
전망
- 섬유ㆍ의류 등으로 확대 전망

- 많은 업종에서 구축
- 특히 전기ㆍ전자와 자동차 분야에서 활성화
- 현지 생산네트워크의 세분화와 계약 생산업체를
통한 단순화
- Thai plus One 전략
-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
활용기회 확대 전망

자료: 저자 작성.

다.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활용 필요성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임.

- ASEAN 지역에서 현재 부품ㆍ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 그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 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견해차는 결국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음.

-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가능성이 높음.

현지 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
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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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
졌지만, 비관세조치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아세안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 교역에도 걸림돌이 됨.
- 현지 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
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ASEAN 진출 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음.

라.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의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음.

- 응답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성과, 금융조건, 고용, 사업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함.
- ASEAN 기업 스스로가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

GVC 참여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성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ASEAN 중소기업은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
소기업의 과실을 같이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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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가.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

ASEAN 회원 10개국은 개발 정도에 따라 산업화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

-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수립할 때 아세안경제공동체를 고려한 접근과
동시에 개별 ASEAN 회원국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함.
∘ 개별국의 개발단계에 부합하는 역할을 고려하면서 우리 기업이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이제 막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되었으므로 이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인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목적으로 기계산업과 함께 산업 활성화를 추구할 전망임.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산업집적지 형성을 추구 중임.
∘ 베트남이 선별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는 이유도 집적지 형성을 통한 양의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므로, 계속해서 FDI 유치를 확대하고 유치한 해외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과 전파를 중요
시할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이노베이션 허브로 나가고 있으므로,
향후 도시 어매너티(amanity)를 가꾸고 인적자원 유치 및 육성에 집중할 전망임.

그림 1. ASEAN 각국의 다양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이노베이션 허브 조성
- 도시 어메니티
- 인적자원 육성 및 유치

산업집적지 형성
- 기술이전 및
전파 가속화
생산네트워크 참여

글로벌 가치사슬
연결
산업화 전 개발국

-1차 세분화
-자원기반 및
노동집약적 산업

자료: Kimura(2015) 발표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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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세분화
- 기계산업과
함께 산업화 
활성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구축전략의 방향은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의 우선 선정과
점진적인 확산’으로 삼아야 함.

-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과 전통적으로 우리 기업이 많이 투자해온 인도
네시아를 본 연구는 우선 거점으로 선정함.
∘ 본 연구가 비록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의 우선 거점국가로 선정하였지만, 현지국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거점의 선정에 관한 보완적인 연구가 시급함.

-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이를 연결해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할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
∘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임.
∘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
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을 추진해야 함.

-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
할 수 있을 것임.

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장기 목표

지역생산 네트워크의 확장이 직접적으로 ASEAN 현지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반드시 요구하지
는 않으나, 현지 기업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ASEAN 각국은 현지 부품 및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ies)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현지 기업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우리 기업간 거래에만
집중한다면, ASEAN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에 직면할 수 있음.
∘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야 함.

- 일본은 현지 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음.
∘ 일본은 기업 매칭 박람회를 통해 현지 기업과 일본기업과 거래를 연결하고 있음.
∘ 또한 일본 JETRO가 원재료 및 부품 공급 역량을 갖춘 현지 기업 정보를 리스트로 작성해 현지 진출
일본기업에 제공하고, 현지 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및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있음.

[장기목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 목표로 삼음.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
하는 현지국 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우리 진출기업간 거래만 가지고는 현지 내수시장을 깊숙이 파고드는 데 한계가 있음.
∘ Nike, Gap, Apple 등 미국기업은 ASEAN 지역의 공급체인 지원을 위한 하청계약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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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M&A 방식도 병행하고 있음.

- 인수 및 합병(M&A)을 통해 현지국 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과거 실적으로부터 사업
유망 분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 한국 기업인 (주)대상도 베트남 소시지 가공업체 ‘덕비엣’을 인수하고 육가공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 및 확대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가치사슬의 하류부분이 자연스럽게 현지 기업과 연결되므로 진출 기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도 획득할 수 있음.

다.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중기 목표

장기목표인 현지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중기목표로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로 삼음.

-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진출기업은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
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 ASEAN 지역 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킴과 동시에 우리 인력의 파견을 통해 우리 기
술표준을 은연 중에 생산과정에 적용시켜야 함.
[중기목표 1] 첫째 중기목표는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
성 및 수익성을 개선

- 현지 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받아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익성
을 높일 수 있음.
∘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품질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함.

- 산업별로 부품 및 소재 조달방식에서 각기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함.
∘ 예를 들어 전기ㆍ전자 산업은 아직 ASEAN산 부품 및 부분품의 품질이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달가능한 품목을 사전에 선별해야 함.
∘ 중국에서 조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ASEAN 내 현지화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0년대 우리 전자업계가 중국에 거대장치산업을 동반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LCD 등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 및 조달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전략을 고려할 때 이를 ASEAN 지역으로 다원화
할 필요가 있음.

[중기목표 2] 둘째 중기목표는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우리 청년인력의 ASEAN
진출 확대임.

- 현지화된 청년인력으로 하여금 ASEAN 현지 창업을 유도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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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면 우리가 형성하고자 하는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우리 청년이 현지 기업인과 함께 창업한 중소기업이 부품과 소재를 현지 대기업에 공급하여 성공
한 사례를 한 건이라도 발굴해 마중물로서 전파한다면 더 많은 청년 창업이 ASEAN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음.

그림 2.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정부

진출
기업

지구
역축
생기
산반
네마
트련
워지
크원

현지국 기업과 진출기업간
협력 포럼 활성화

지구
역축
생
산
네
트
워
크

진출기업간 협업 강화 통한
다양한 거래선 확보

중단기 목표

장기 목표

기술교류 사업 강화

현지국 기술표준화 지원

진출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익성 개선

현지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

현지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확대
현지국의 supporting
industry육성 정책의 활용

자료: 저자 작성.

라. 정부의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지원방안

우리 정부는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함.

- 이를 위해 먼저 기진출기업의 경영활동을 분석하고 진출국에서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ASEAN 현지 기업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임.

한편 한ㆍ아세안 기업간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어 한국기업이 모두 ASEAN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한
국은 산업공동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두어야 함.

-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함에서 산업공동화가 우리나라에 문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산업정책을 활용해 ASEAN 지역으로 진출할 산업과 진출하지 말아야 할 산업을 구분하고
적절한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일본도 전자산업은 현지 조달 비중을 높이지 않고 자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므로, 중요 부품기업이 해외로
이전해 집적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해외생산기지로 보내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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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스마트 공장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육성하는 노력을 통해
주요 부품 및 소재의 해외생산기지 이전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업환경
을 조성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1) 현지 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포럼의 활성화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거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경쟁력과 납품기한이었지
만, ASEAN 현지 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대한 점은 제품의 적정기술과 품질, 그리고 현지 기업 지원으
로 파악됨.

- 현지 기업이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함께, 반대로 현지 기업이 우
리 기업에 기대하는 사항을 설문으로 조사하였음.
- 우리 기업의 입장은 시장논리를 따른 것이지만, 현지 기업은 단순히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간격을 줄일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기업매칭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기업이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지 기업 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해 우리 진출기업에 제공하면 협력포럼의 실효성이 증가할 것임.

- 일본 JETRO는 이미 현지 기업 리스트를 조사하여 일본계 진출기업에 제공하고 있음.

2) 기술교류사업 강화
최첨단 기술을 교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선정해 현지국에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
자는 것임.

-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정부가 ASEAN 진출국의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상대국 정부가 이해하게 만들어야 함.

한국과 ASEAN 진출국의 과학기술계 학자와 기술자가 함께 기술교류회를 형성해 주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사업도 고려할 수 있음.

-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 실제로 2014~15년 베트남에서 수행한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양국 기업간 MOU 3건, 기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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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건, 수출계약 2건, 후속사업 협의 4건 등의 성과를 얻음.

- 현지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기술을 활용하게 하고 로열티 수입 등 이전 수지를 개선하는 전략은
새로운 수출확대방안이 될 것임.

3) 우리 기술표준의 소개와 표준채택의 유도
기술협력을 하면서 ASEAN 각국에 우리 기술표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표준채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전략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 우리 표준체계를 보급하기 위해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용했음.
표준체계 보급은 우리 기업에 진출국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대응력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우리 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ASEAN 현지 기업이 우리 표준을 활용한다면 ASEAN 각
국 정부가 한국과의 상호 인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임.

마. 진출기업의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체는 결국 진출기업이므로, 기업이 이를 통해 편익을 얻지 못한다면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할 이유가 없음.

-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에서 진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존재함.
∘ 대기업은 현지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을 활용해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가인하 등의 편익을 누린
반면,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거래관계라는 장점은 있지만 협상력의 저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었음을
현장조사에서 확인함.

따라서 대기업보다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오히려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구축방안을 제시함.

1) 현지 진출기업간 협업관계 강화 및 다양한 거래선 확보
대기업을 따라 동반진출한 중소ㆍ중견 기업은 거래선 다각화를 위해 특히 애써야 함.

- 일본 사례에서 전기ㆍ전자 업종은 빠른 부품변경 사이클 때문에 현지국 대응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자국 조달을 최근 늘리고 있었으므로, 우리 진출 중소ㆍ중견 기업은 이 점을 기회로 삼고 일본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기업과도 납품계약을 체결해야 함.
∘ 직접적으로 납품기회를 잡기 어렵다면 우리 진출 중소ㆍ중견 기업이 중심이 되어 우리 정부나 코트라, 또는
현지국 정부에 매칭박람회 주선 등을 건의해 현지 다국적기업에 부품 및 소재를 납품할 기회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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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계 및 미국계, 그리고 현지 기업 등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진출국
기업 협의체’의 형성을 제안함.

- 협의체를 통해 생산네트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진출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도 추진할 수
있음.
-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부품과 소재를 공급할 역량이 있는 현지 기업을 발굴하고, 생산활동에 참여
시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

2) 현지 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확대
ASEAN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표방하는 진출목적이 과거에는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우회수출
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지 시장 진출로 전환되었음.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가운데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현지 기업의 유통망을 통해 내수
시장 공략을 고려할 수 있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적인 M&A를 통해 내부화한다면 내수시장 진출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것임.

- 소득이 증가하면서 현지 고객의 취향과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므로 진출기업 입장에서 이를 파악
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가치사슬의 하류에 위치한 유통망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함.

3) ASEAN 각국의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정책 활용
ASEAN 회원국은 현재 지원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우리 진출기업은 이
정책의 혜택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함.

- 진출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진출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
고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인력조달이 어려워 ASEAN 지역으로 진출을 결정한 업체는 현지 기업과의 생산네
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하고 현지 지원산업 육성정책의 혜택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ASEAN 국가가 자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위해 설립하는 경제특별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ASEAN 각국이 SEZ안에 지원산업을 유치할 전망이므로 사업계획의 구상단계에서 SEZ에 입주해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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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표 및 그림

부그림 1. ASEAN 주요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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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6~15)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부그림 2. 한국의 대ASEAN 제조업 직접투자 현황
대ASEAN 기술 특성별 투자비중

대ASEAN 기업규모별 투자비중
100

100
12.9

90
80

31.0

33.1

33.2

13.1

13.6

26.1

17.0

23.0

22.5

90
80

70

70

60

60

6.8

5.6

9.6

7.4

5.3

7.3

11.2
20.1

28.2

16.3

20.3

84.1
57.5

62.3

61.7

84.1

83.4

69.8

30.6
19.0

44.7

67.9

74.3

30

31.3
36.5

57.6
22.8

32.5

40
28.4

30

20

20

49.8

10

2006

2007

2008
개인기업

2009

2010

2011

기타(비영리단체등)

2012

2013

대기업

2014

2015

37.0

37.4
25.9

16.4

19.6

27.7

28.3

2013

2014

0
2006

개인

36.7

23.5

19.1

12.4
28.5

10

0

12.9

63.7

20.7

50

79.5

26.0

36.4

37.0

50
40

9.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중소기업
저급기술산업

중저급기술산업

중고급기술산업

고급기술산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11. 16)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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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3. ASEAN 내 자동차산업의 보완적 부품공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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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iratsuka(2011), p. 21; 곽성일 외(2015), p. 188에서 재인용.

부그림 4. ASEAN 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현지국 내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제조업,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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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n은 설문기업 수를, 그리고 전체는 아시아ㆍ오세아니아를 의미하나 2006년은 ASEAN을 의미.
자료: JETRO 2007, 2010, 20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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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5. ASEAN 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업종 및 국별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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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ETRO 2010, 20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부표 1. 주요 완성차업체의 ASEAN 지역 주요국별 생산능력 및 판매 현황(2014년)
(단위: 만 대, %)
국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국내총생산

188.0

129.9

59.7

6.0

4.2

도요타

77.0

25.6(2013)

8.5

3.7

3.6

다이하츠/프로듀아

-

53.0

35.0

-

-

혼다

30.0

20.0

10.0(2013)

1.5

1.0

닛산

29.5

25.0

약 7.0

약 5.0

0.651)

미쓰비시

46.0

약 8.0

0.51)

3.0

0.5

스즈키

10.0

20.0

수 천1)

-

0.5

마쓰다

29.5(KD 5.5)

-

2.0

-

1.0

도요타 33.0
다이하츠 15.3
혼다 13.2

프로두아 29.5
프로톤 17.4
혼다 11.6

도요타 39.4
미쓰비시 18.1
현대 8.5

국내 판매 1~3위
및 비중

도요타 37.1
이스즈 18.2
혼다 12.1

1)

1)

도요타 30.8
기아 16.8
포드 10.5

주: 음영 표시는 각사의 최대 중요 및 생산능력거점을 의미.
1) 위탁생산 포함.
자료: 坂東達郎(201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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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6.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원재료ㆍ부품 등 조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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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에서 2006년은 아시아, 2010년과 2014년은 ASEAN 평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1과 2015를 토대로 재작성.

부그림 7.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진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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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연도 총투자건수대비 진출목적별 투자건수를 활용해 산출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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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부그림 8. 2000~15년 ASEAN 비관세조치 추이

비관세조치(건수)

평균관세율(%)

7000

10
9

6000
8
5000

7
6

4000

5
3000

4
3

2000

2
1000
1
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관세율: 실질실효율(RHS)

2012

2013

2014

2015

관세율: MFN(RHS)

자료: Ing and Cordoba 2016. p. 23을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http://asean.i-tip.org/Content/ERIA-UNCTAD_Non-Tariff_Measures_in_ASEAN.pdf,
(검색일: 2016. 11. 13).

부그림 9. 전년대비 사업활동 개선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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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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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10. ASEAN 지역 기업의 GVC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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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여 못함’ 항목에 대한 응답자가 없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그림 11. ASEAN 지역 중소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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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요하지 않음, 약간 안 중요함 항목에 대한 응답자가 없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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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초반 선진국 위주의 경기하락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
데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 신흥경제권의 부진,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글로벌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브렉시트(Brexit)의 현실화와 미국 트럼프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지속적인 고성장추세는 괄목할 만함.

- 인도의 경제규모는 2000년에 세계 12위(한국 13위)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 9위(한국 14위)를
기록
- 2015년에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하였으며, 이러한 인도의 고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의 경제규모는 2016년에는 러시아, 2017년에는 브라질을 추월하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거대 신흥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한 인도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며, 지
금까지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인도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민족, 종교, 문화, 지역 등의 이질성과 복잡성
요인으로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연구에서보다 미시적 접근을 통해 인도 경제 및 시장에 대한 세밀
한 분석이 필요하며, 대인도 경제협력을 위한 더욱 더 자세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
업과 해외기업, 지역별의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기업의 특성을 분석함.

-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나타내는 세전순익과 ROA 및 총고
정자산, 비용을 대표하는 총비용과 총보수, 위험을 측정하는 총부채와 유동비율을 사용함.
- 이러한 기업의 특성 이외에도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도 분석
-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내 한국기업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함.
- 또한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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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기업과 인도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더불어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력 관련 정책 수립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됨.
- 또한 인도기업의 주요 특성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앞으로 인도 경제 및 산업을 보다 미시적으로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1990년대 개혁ㆍ개
방 이후 변화된 인도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은 다음과 같음.

[산업구조] ① 예전에 비해 지역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구축됨. ② 산업성장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됨. ③ 예전에 비해 지역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됨.

- 인도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50% 이상이고 2차 산업의 비중이 30% 정도인데,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지난 40년간 정체되어 15% 정도로 인도경제의 발전수준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임.
- 제조업 성장이 더디었던 이유는 저임금으로 인한 수요부족,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복잡한 회사법
및 노동법, 인프라 부족 등이 있음.
-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데, 모디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와
스마트시티 계획의 추진에 따라 제조업이 인도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제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서비스업의 3차 산업이 인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독립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를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공업화를 추진하였던 인도정부는 1990년
대 개혁ㆍ개방 이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음. 그러나 공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15년 GDP
대비 9.4%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금융 공기업의 비중이 2.8%로 금융 민간기업의 2.9%와
거의 같았음.
- 인도의 지역별 산업 현황은 정치, 경제적 환경과 각 주정부의 역량에 따라 상이함. 특히 1991년
개혁ㆍ개방 이후 제조업의 주별 이질성이 심화됐는데, 노동규제가 낮고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
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서비스업 또한 주정부간 정책의 차이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
별로 상이하게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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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영국 식민지 시기의 플랜테이션 농업육성정책 → 해방 후 1980년대까지의 중앙집권적 계
획경제시스템 → 1990년대 개혁ㆍ개방 → 2014년 이후 모디노믹스

- 영국 식민지 시기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육성정책이 도입되면서 인도의 제조업은 기반을 잃게
되었음.
- 해방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수입대체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기간산업이 국유화되었는데, 이러한 산업정책으로 인해 자원분배가 왜곡되
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도는 1980년대까지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함.
- 1990년대 국제수지 유동성의 문제로 개혁ㆍ개방이 단행되면서 기존 정부 주도의 산업보호정책이
폐기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인도경제는 본격적인 성
장기에 진입
- 특히 2014년 친시장ㆍ고성장을 추구하는 모디정부가 출범하면서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모디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정책으로 향후 인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인도기업의 특성 분석결과

1) 기업의 규모, 이윤, 비용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총수입, 총자산, 총비용, 총보수,
세전순익, ROA, 총고정자산, 총부채, 유동비율의 1996~2015년 20년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며, 이 세 가지 특징은 산업별, 금융ㆍ비금융,
공공ㆍ민간ㆍ합작, 권역별, 국내ㆍ해외기업,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공통적임.
첫째, 모든 변수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며, 변동계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

- 이 결과는 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포가 비대칭으로 고르지 못하며, 특히 적은 수의 대기업
들의 실적이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압도한다는 것을 나타냄.

둘째,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보이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

셋째, 모든 변수들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0년 이후
인도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향상됐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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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산업특성 분석의 주요 결과
은행은 규모나 실적에서 은행 제외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모든 기업군
에서 은행만이 유일하게 유동비율의 평균과 중앙값 모두 2 이상을 기록해 안정적인 지급능력을 보임.

인도 공기업은 규모나 실적이 민간이나 민관합작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대부분 변수들의 평균은 남부와 서부 권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이 두 지역의 기업들
에 대한 성장세가 가장 높음을 보여줌.

- 20년 기간 동안 모든 지역의 평균은 증가한 반면 중앙값은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여 지역과 관계
없이 기업실적의 격차는 커졌음을 알 수 있음.

모든 변수의 경우 해외기업의 평균과 중앙값이 국내기업보다 높았는데, 해외기업의 실적이 국내기업보
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정보통신업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산업 내 기업간 격차는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
다 높은 수준이었음.

3) 인도기업의 생산성 분석결과
첫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생산성은 2010년까지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는 데 반해,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2011~15년 기간 3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전체
산업의 생산성 악화를 주도함.

- 금융부문의 생산성이 개선된 반면 비금융부문의 생산성은 감소했고,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의 생산
성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둘째,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생산성 차이는 3차 산업에서 가장 크고, 2000년대 3차 산업의 생산성 둔화
는 주로 정보통신서비스업종에 속해 있는 민간기업의 생산성 악화가 주도함.
- 3차 산업에서는 인도 국내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남.
- 한국기업은 2차 산업에서 다른 외국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으나, 3차 산
업에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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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별 생산성은 이질적이며 각 분야별ㆍ기간별로 상이함을 나타냄.

- 1차 산업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지역의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
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됨.
-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는 가장 낮으며, 서부와 남부, 북부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는 추세를 보임.
- 2차 산업에서는 남부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나, 2011~15년 기간 서부의 생산성은 급락세를
보임. 2차 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이며, 시간이 갈수록 남부와 다른 지역간의 생
산성 격차는 커지고 있음.
- 3차 산업에서는 남부와 북부에서 전반적인 생산성 악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5년 기간 남부의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함.
-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서부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남부와 북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
근 5년은 남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수준임.
- 남부는 인도 정보기술(IT)산업의 중심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의 생산성 저
하가 이 지역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 및 기업특성 분석결과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인도 내 한국기업의 신규법인 수는 852개이었으며, 누적 투자액은 약
42억 달러였음.

- 이 중 제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 순이었음.
- 진출형태는 단독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합작투자와 공동투자의 순서
였음.
- 2015년 11월 기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약 440개로 파악되며, 과반수가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순이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부의 첸나이와 방갈로르, 북부의 델리 인근에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진출
해 있으며, 구자라트주와 뭄바이 인근에 81개 사가 활동 중임. 동부와 기타 권역에의 한국기업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특성에서는 규모 관련 변수들은 20년간 평균과 중앙값이 계속해서 상승했
으며, 우리 기업의 실적 또한 2011~15년 기간 대폭 증가했음.
- 2011~15년 기간 대부분 변수들의 평균과 중앙값이 인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높았는데,
총보수는 해외기업이 한국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세전순익은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최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한국기업의 실적은 해외기업이나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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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인도 산업정책의 분석결과를 보면, 인도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인도경제가 급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기업 주도 정책의 실
패에서 찾을 수 있음.

기업의 특성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정부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은 상당 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분석 모두 지역별 차별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정책지원이 모든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정부별 정책적 차
이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높은 성과인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대인도 진
출이 유효함을 의미함.

3. 정책 제언
가. 모디노믹스와 Make in India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 활용

우리 정부는 모디노믹스로 상징되는 인도정부의 각종 친시장ㆍ고성장 경제정책과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부 정책인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성과에 따른 대인도
경제협력전략을 재편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는 2015년 한ㆍ인도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인 한국의 대인도 100억 달러 지원을 모디노믹
스의 핵심 사업 중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과 산업회랑 구축에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인도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거대 소비시장이자 중동 및 아프리
카 진출의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도 최근 인도정부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변화를 고려한 진전이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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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형 산업 중심 신도시 개발’이 있음.

- 모디정부의 핵심 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혼합한 한국형 산업 중심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보다 용이하면서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한국형 산업 중심 신도시 개발안 개요

개
념

목
적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도시 기능을 복합화한 적정규모의
신도시를 양국 정부 및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발

- 한국형 제조업 중심 신도시를 조기 성공시켜, 인도 전역으로 확산
- 인도의 제조업 부진, 열악한 인프라 및 도시 문제 개선에 기여
-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촉진
- 양국간 경제협력을 단기에 급진전시키는 전기로 활용
추진배경
<인도 측 요인>
- 제조업 육성, 스마트시티 등은 모디노믹스
핵심 정책
- 양국 정상회담 등에서 적극적인 협력 요청
- 일본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참여

<한국 측 요인>
- 국내 다양한 산업도시 개발 경험
- 대인도 투자 진출 가속화
-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역량 결합
- EDCF 등 100억 달러 개발자금 활용 가능

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 포착

인도산업은 개혁ㆍ개방이 단행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으나 오랜 기간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의 영향으
로 인해 공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모디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와 인프라를 포함한 공공투자
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기업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

- 아직까지 모디정부가 2009년 인도 투자ㆍ공적자산관리국(Dipam: Department of Investment and
Public Asset Management)이 수립한 공기업 지분 매각방침을 개정한다고 표명한 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기업 매각의 적정 매수자 선정과 고용문제 등의 정치적 요인 때문에 쉽게 전면적인
매각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하지만 상황에 따라 스마트시티와 경제회랑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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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매각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도 공기업의 실적과 자산은 민간기업을 훨씬 상회하며, 생산성 또한 민간기
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 기업의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대인도 진출 시 공기업의
매수가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음.

글상자 1. 인도정부의 공기업 매각 방식
- 투자ㆍ공적자산관리국(Dipam)은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로 원래 명칭이 투자회수국(Department of Disinvestment)였
으나, 2016년 6월 20일 개명되었음.
- Dipam은 기존의 중앙정부의 공적 사업에 대한 투자회수를 주관하는 기관임.
- Dipam은 인도정부로부터 중앙정부 소유의 공기업에 대한 금융구조 조정과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대정부
조언이 주임무이기도 함.
- 다음의 표는 Dipam에서 공표한 인도정부의 공기업 매각에 대한 비전과 방식이다.
공기업 지분 매각 방식
구분

내용

소수지분 매각

소수지분을 민간에 매각(최대 49%)

공기업 → 공기업

지분을 다른 공기업에 매각

민영화

경영권 이전(공기업 자격 상실) / 블록(Block)으로 매각 / 최대 74%

기타

기업 내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잔여지분을 다시 매도

자료: Dipam, http://dipam.gov.in/(검색일: 2011. 12. 1).

다.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진출

본 연구의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거시와 산업 데이터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서부와
남부 권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이 두 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으로 산업이 발전했으며, 경영환경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므
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일 수 있음.
-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세부 산업별로 상이한 환경과 기업의 특성이 존재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
가 요구됨.
- 즉 서부와 남부 지역은 전통적인 산업의 요충지역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함에 따라
경쟁이 심하고 주정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또한 노동법과 회사법의 규제가 낮고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의 진출은 우선적으로 검토되
어야 함.
- 예컨대 북부 권역의 라자스탄주와 마디야프라데시주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법 개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하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 노동법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려 하고 있음.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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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이 중요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을 알 수 있음.

- 2차 산업에서는 남부 권역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년간 성장률 또한 가장 높았음.
- 하지만 인도 최대 규모의 주인 마하라슈트라주와 모디 총리가 주총리 시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구라자트주가 속한 서부 권역의 생산성은 최근 5년간 급락세를 보였음.
- 3차 산업에서는 서부 권역의 생산성이 가장 높았으며 남부와 북부는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5년간
남부 권역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가 현저함.
- 따라서 산업별로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진출지역 선정 시 이러한 지역별ㆍ
산업별 생산성의 차이를 검토해야 할 것임.

라. 인도 진출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규모나 실적이 평균적으로 인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점은 주목할 만함.

-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인도에 안착한 우리 기업의 노하우를 인도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
에 전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보임.
-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과반 이상이 제조업 관련이므로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모디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한 업데이트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
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보다 세부적인 산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재차 강조

-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인도를 거대시장 자체만으로 보고 수출 위주로 진출할지, 또는 현지
에 진출해서 내수시장을 선점할지, 아니면 현지에 진출해서 내수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승하고 지리적 이점을 통해 인도를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지
의 판단 여부가 매우 중요함.
- 대기업이라도 정책, 법, 제도, 시장지배력 등을 포함한 시장의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세부 산업
별 기업특성 분석을 통한 산업 특성 및 구조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세부 산업별 인도의 기업특성과 산업구조에 대한 연구를 계
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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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9월 25일 제70차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면서, 경제, 사
회, 환경 측면의 통합적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새로운 개발목표로
설정

-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 연계ㆍ통합되면서, 원조
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주요 협력분야의 상호연계를 통한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하에서 개발효과성 강화를 위한 ODA 및 관련 정책간의 일관성 제
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빈국 특혜관세조치와 ODA의 연계,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와 OD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무역, 투자, 기후변화 등과 주요 개발 이슈와 연계된 ODA 정책의 일관성 연구에 중점을 두고
주요 쟁점과 이슈를 통해 개도국 협력방안을 통합적으로 연구

국제적으로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개도국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 지원이 강조되는 가운데, 개발의제
관점에서 개도국과의 통상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의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개도국과의 FTA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무역 활성화를 위한
최빈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의제 발굴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
- 특혜관세조치 등 주요 협력의제를 중심으로 ODA와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통상정책과 ODA 정책간의 연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조치, FTA의 경제협력 조항을 주요 개발의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반
특혜관세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개도국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방
안 도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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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발의제로 급부상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신기후체제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개도국 협력방안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과 협력을 추진 중임.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개도국 사업을 통해 배출권
획득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고려한 개도국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향후 표출될 쟁점을 전망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제2장에서는 SDGs 목표상 개도국의 시장접근 확대 및 무역과 개발, 기후변화와 연관된 주요 쟁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일관성 논의과정 검토

- 첫째, SDGs 이행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쟁점과 이슈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세부
목표와 지표 및 이행수단 합의사항 분석
- 둘째, 무역과 투자, 기후변화 등 주요 개발의제를 연계하는 정책일관성이 SDGs 체제에서는 어떻
게 변화했는지 검토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와 제70차 UN 총회를 통해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00년 합
의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여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
기 위한 새로운 개발목표와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고 있음.

- SDGs는 기존의 MDGs를 확대하여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관련 세부목표(target), 230개의
이행지표(indicator)로 구성되어 있음.
- 새로운 개발목표의 수립은 MDGs의 성과와 교훈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환경의 변화와 새롭게 제기
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함임.

SDGs는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목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

- 빈곤퇴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요조건(indispensible requirement)임을 전제하면서 개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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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불평등의 심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등 변화한 국제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하기 위한 개발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
- 기존의 MDGs가 사회ㆍ경제적 성장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ㆍ경제ㆍ
환경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목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특히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여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broad and universal) 과제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존의 MDGs를 넘어선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동으
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하며, 새로운 국제
사회의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2)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국제사회의 협상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새
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간의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

- SDGs에서는 이행수단에 대한 17번 목표 중 세부목표 17.13, 17.14, 17.15에서 정책일관성을 포함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17.4는 PCSD 제고를 구체적 목표로 제시

표 1. SDGs 목표 중 정책일관성 관련 세부목표 및 내용
세부목표

지표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정을 통한 국제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3. 거시경제 Dashboard

17.14.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17.14. PCSD 제고 메커니즘을 수립한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지속가능 개발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위한 수원국 17.15. 수원국 주도 성과 프레임워크 및 기획툴을 활용하는
자율권 존중
공여자/공여기관 범위
자료: UN SDG indicator metadata.1)

한국의 경우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은 개발원조, 무역, 환경 등 다양한 국제협약과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입장과 역할이

1) http://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17.pdf(검색일: 201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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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국제적 리더십과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
- 개발원조 분야에서는 선진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선진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군으로 분류
- 특히 개발공헌지수(CDI)에서 나타나듯이 환경이나 무역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SDGs
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2012년 시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동료검토에서 한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의제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 정치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음.

- 2017년 제2차 DAC 동료검토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은 활발
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제한적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효과성 차원에서 국내 ODA 정책과 개도국에 대한 무역정책, 기후변화 정책의
상호연계성, 관련 SDGs 목표간의 상호연관성, 범부처 및 공공-민간주체와 재원수단 간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원조 차원에서는 개도국의 무역 인프라와 역량강화를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우리나라 시장접근성 확대를 위한 일반특혜관세(GSP)는 도입하지 않
은 상황
- 개도국에 대한 원조정책과 시장접근 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범부처별 협의와 조정이
필요

나.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장에서는 선진국의 대개도국 원조와 시장접근 확대정책이 개도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주요 선진국들의 ODA 정책과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제도가 함
께 시행될 때 개도국의 대공여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수출 분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
- 원조와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원조와 일반특혜관세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도입 정책에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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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등 선진 공여국들은 1970년대부터 원조와 함께 일반특혜관세 제도를 통해 개도국의 수출
증진을 지원해왔음.

- 지난 30년간 일반특혜관세의 수혜국가와 품목 수가 다수 조정되었고,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원조도 양적 및 질적으로 성장해왔음.
- 그러나 일반특혜관세와 원조가 실제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공여국의 대표적인 지원방식인 일반특혜관세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ODA와 일반특혜관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조와 특혜관세가 함께 지원될 때 저소득국의 수출, 특히 농업 부문의 수출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원조와 일반특혜관세의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면 원조는 대체로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일반특혜관세의 수출증진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GSP가 개도국의 수출에 부정적이라는
결과도 도출되었음.
- 이는 공여국의 개도국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이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Gamberoni(2007)와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 등 기존 문헌에서 개도국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의 도입 이후에도 개도국의 수출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음.

개도국의 수출증진을 도모하고 원조와 일반특혜관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성 확대
와 개도국의 무역역량 증진을 위한 원조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특혜관세 제도를 도입한 국가 및 경제권은 미국, EU, 일본 등 13개에
달함.
- 그러나 일반특혜관세의 실질적인 무역증진 효과가 미미한데, 이는 선진국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행정절차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실제 일반특혜관세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분
석됨.
- 또한 개도국의 열악한 생산시설과 낮은 기술력 등도 시장접근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함.
- 따라서 공여국들은 일반특혜관세가 실질적인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조와 일반특혜관세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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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증대를 예측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
분균형모형을 사용하여 간단한 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해 보았음.

- 우리나라의 일반특혜관세제도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특혜관세 도입으로 인한 수입증대와 국내
산업의 피해 및 관세수입 감소 등 경제적 부담 때문
- 본 분석에서 사용한 수입증대액( ∆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
  
∆          
  

(  : 일반특혜관세 도입 시 예상되는 관세변화율  : 수입수요탄력성,  : 현재의 수입액)
- 최빈국 및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일반특혜관세를 도입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최빈국과 저소득으
로부터의 수입은 농산품과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늘어나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0.08%에 불과하여 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표 2. 시나리오 1: 저소득 개도국 대상 일반특혜관세 도입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
순위

HS코드

품목명

1

4107120000

그레인스플릿

2

6107999000

기타의류

3

1207400000

참깨

4

4107110000

풀그레인

5

6210401000

2012~14
평균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수입 증가액

관세율

359.2

252.5

0.05

25.3

109.8

0.13

1,244.1

75.1

0.4

105.2

73.8

0.05

합성섬유제품

1,091.7

63.5

0.13

총

12,971.3

433.3

자료: 저자 작성.

- 일반특혜관세의 수혜 대상국을 중하위 개도국으로 확장할 경우에도 수입 증대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음.
- [표 3]과 같이 일반특혜관세를 도입할 경우 담배 등 농산품과 일부 전자기기, 석유 등 조제품의
수입증가가 예상되지만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0.65%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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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나리오 2: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개도국 대상 일반특혜관세 도입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1

2403199000

기타담배

2

8471300000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

3

4107920000

4

8537109000

5

8543709020

2012~14
평균 수입액

수입 증가액

관세율

242.3

2,808.9

0.4

99,279.1

1,468.6

0.08

그레인스플릿(grainsplit)

1,317.9

1,005.9

0.05

기타 전자기기

67,977.9

954.2

0.08

디텍터(광센서 포함)

19,907.7

903.3

0.08

총

128,084.9

3,432.0

자료: 저자 작성.

- 일반특혜관세의 수혜국을 중상위 소득 개도국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광물성 연료와 신차, 그리고
농산품과 섬유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수입 증가액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바, 해당 산업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가 필요

표 4. 시나리오 3: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중상위 소득 개도국 대상 일반특혜관세 도입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

순위

HS코드

품목명

1

8703321010

신차

2

2403199000

담배

3

4107920000

그레인스플릿

4

6107999000

기타 의류

5

2709001090

기타 광물성 연료
총

2012~14
평균 수입액

수입 증가액

관세율

887.3

4,529.5

0.1

313.7

3,635.5

0.4

1,786.9

1,363.8

0.05

169.0

739.4

0.13

121,073.4

730.6

0.03

155,945

4,371

자료: 저자 작성.

즉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됨.

하지만 농업과 섬유 부문은 개도국의 중점 수출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부문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개도국의 수출증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머무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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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전략을 도입하는 것임.

- 일반특혜관세는 개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수출증진과 경제성
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음.
- 특히 실증분석에 따르면, 원조와 특혜관세를 함께 지원할 경우 개발효과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원의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특혜관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도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외에도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경제협력기회 확
대로도 이어질 수 있음.

- Suwa-Eisenman and Verdier(2006)에 따르면, 일반특혜관세로 인해 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확대
될 경우, 공여국에서 이 부문에 대한 투자(FDI_d)가 늘어날 수 있음(그림 1 참고).
-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해 수출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 이는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수출 확대(F_r, E_r)와 공여국의 수출 확대(E_d)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공여국과 수원국의 교역이 모두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림 1. FDI와 무역의 흐름

수원국

공여국

제3국

FDI_d

FDI

중간재교역
F_r

완제품교역
EX_r

EX_r

수원국 총 수출
EX_d
EX_d

공여국 총 수출

자료: Suwa-Eisenmann and Verider(2006)의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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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음.

제4장에서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
요 쟁점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음.

- 기후변화를 개발협력의 주요 분야로 인식하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국으
로서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개발협력 간의 일관성 및 조화방안 모색 필요
- 특히 개도국 기후변화 사업을 통한 배출권 획득에 ODA 사업을 연계하고, 주요국 동향, 온실가스
감축 및 재정지원의 중복산정, 탄소관세 부과 등에 대한 정책일관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

1) 기후변화 ODA의 확대
-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

2)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한 민간재원 확충
-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
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
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

3)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
-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4)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
- 공여국의 수원국으로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임.
-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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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으로 기대됨.
-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은 혁신적인 기술개
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
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음.

5)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
-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
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탄소시장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
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제언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SDGs 채택 이후 주요국들은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의 총괄 및 이
행 체계가 미비함.
-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
행방안은 찾을 수 없음.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채택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SDGs 이행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교육, 물과 위생, 보건위주로 집중 지
원”할 계획과 예산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음.

- 하지만 이는 재원 배분 측면에서 개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만큼의 재원을 배분한다는 측면이
며,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각각의 목표간 상호연관성이나 잠재적 시너지/상충 효과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 및 구체적인 정책일관성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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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 SDGs 목표별 17년 예산(안)비중
25

(단위: %)

23.2

20
14.7
11.6

12.6

8.7
4.5
0.6
SDG15 생태계

1.1
SDG17 이행수단

0.2
SDG14 해양

1.3
SDG13 기후

0.1
SDG12 SCP

1.1
SDG11 도시

0.2
SDG9 산업

SDG8 경제

SDG6 물

SDG5 젠더

SDG4 교육

SDG3 보건

SDG2 기아

0.7
SDG1 빈곤

0

4
2.2

SDG10 불평등

5

SDG16 평화

10

13.1

SDG7 에너지

15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

SDGs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일
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함.

-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s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아울러 모니터링/분석/보고체계 구축을 위해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표개발은 시민사회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PCSD 이행 메커니즘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 가능

이를 토대로 SDGs 이행 주류화(mainstream)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SDGs 이행위원회(가칭)를 구성
한다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채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SDGs 이행위원회는 부처간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
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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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
서고,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하였음.

- 반면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표 6. 최빈국 관세유형별 수입액 현황(2015)
국가명

기준세율

WTO
협정세율

앙골라

5,256

143

방글라데시

4,547
10

베냉
콩고(DR)

부룬디

지부티
에티오피아
감비아

FTA 특혜관세

(단위: 만 달러)

할당관세

최빈국
특혜관세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기타

총합계

-

8,669

21

-

166

14,254

224

-

653

27,912

12

179

33,526

-

-

-

4

-

-

14

1,033

0

-

4

41

0

-

1,078

1,308

1

-

-

28,847

-

-

30,156

0

0

-

-

9

-

-

9

586

0

-

-

3,045

7

1,906

5,543

3

1

-

-

7

-

17

29

적도기니

32,767

-

-

28,333

44,515

-

-

105,615

캄보디아

5,956

449

10,386

-

4,843

2

17

21,653

라오스

1,483

92

710

-

556

0

1

2,842

465

1

-

-

8,093

0

-

8,559

4,735

1,208

40,859

-

3,387

0

379

50,568

563

0

-

-

3,303

-

120

3,987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모리타니
말라위

25

0

-

-

1,441

2

-

1,468

모잠비크

908

3

-

-

265

0

0

1,176

네팔

109

18

-

-

63

0

0

191

르완다

38

11

-

3

24

-

0

75

수단

1,446

124

-

-

27

0

185

1,782

세네갈

5,727

10

-

-

92

0

439

6,267

토고

4,205

11

-

19

18

0

-

4,253

동티모르

19

1

-

-

32

-

-

53

탄자니아

1,626

6

-

-

3,342

0

110

5,083

우간다

157

8

-

-

1,177

3

-

1,344

예멘

859

344

-

-

34,931

0

-

36,134

잠비아

5,018

0

-

-

29,666

-

-

34,684

합계

78,849

2,654

51,956

37,681

195,658

27

3,520

370,344

주: 만 달러 이하는 ‘0’으로 표시,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 ‘-’ 표시.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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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개
도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음.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
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

-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경우 GSP가 개도국과의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협력수단이 될 수 있음.

한ㆍ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어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다면, GSP 도입의 경제적 부담요인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

최근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일반특혜관세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일반특혜관
세 도입방법으로 사료됨.

-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들은 일반특혜관세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
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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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주요 이슈임.

-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함.
-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 메커니
즘을 활용할 계획을 공표함.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
을 개발해야 함.

-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
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함.

-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
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
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져야 할 것임.
-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하며,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저탄소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경로로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기반을 확대해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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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무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세부목표 분류

세부목표 내용

Goal 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0. WTO 체제하 보편적이고, 규범에 근거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시스템 활성화
[지표 17.10.1] 전 세계 가중평균 관세율
17.10.~17.12.
무역

17.11. 2020년까지 최빈국의 국제무역 참여비중 배증 등 개도국 무역확대
[지표 17.11.1] 최빈국/개도국/소도서국 국제무역 대비 비중
17.12. WTO 결의안에 따라 모든 최빈국의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의 시의적절한 이행(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시혜적
원산지 규정 적용의 투명화/간소화 포함)
[지표 17.12.1] 개도국 및 최빈국 주요분야별 평균관세

Goal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
2.b

국제농업시장의 무역규제 및 왜곡 개선 및 방지(모든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등)
[지표] 농산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 변화율

Goal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개선
10.a

WTO 합의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화된 혜택 원칙 적용
[지표] 개도국,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품목 비중

자료: UNCTAD(2016a), “Trading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Trade, Market Acces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Studies, UNCTAD, p. 3.

부표 2. 기후변화/환경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Goal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한 조치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지표 13.1.1] 국가/지역차원 재해위험경감전략 수립 국가수
[지표 13.1.2]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 피해자수
13.2. 국가정책/전략/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전략 포함
13.3. 기후변화 적응, 감축, 조기경보를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및 교육, 인지제고
13.a. UNFCCC 공약내용인 2020년까지 개도국 기후대응을 위한 연 1,000억 달러 조성 이행(GCF 활성화 등)
Goal 6.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식수/위생 접근성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해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달성
6.3. 수질오염 개선, 위험 화학물질 폐기 근절,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 및 재활용/재사용률 증가
6.4. 전 분야 수자원 활용 효율성 개선, 물부족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취수 및 담수공급 보장, 물부족 피해자 대폭 감소
6.5. 2030년까지 국경간 협력 등 모든 차원의 통합수자원관리 이행(통합수자원관리 이행도: 0~100)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하천, 암반 및 호수 등 물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구
6.a. 2030년까지 개도국 물/위생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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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계속
6.b. 물/위생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지원 및 강화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지속적이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개선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효율성 개선율 2배 증대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ㆍ기술 접근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에너지인프라 및 청정에너지기술 관련 투자 촉진
7.b. 2030년까지 개도국(최빈국, 소도서국, 내륙국)내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 기술개선
Goal 11.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11.5. 2030년까지 재해로 인한 사망ㆍ피해자수, GDP에 영향주는 경제적 손실률 감소
11.6. 2030년까지 수질ㆍ도시ㆍ폐기물관리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1인당 부정적 환경영향 감소
11.b. 2020년까지 자원효율성, 기후경감 및 적응, 재해회복력 관련 통합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도시ㆍ거주지 수 증가,
효고프레임워크에 따른 종합재해관리 체계 개발 및 이행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 보장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활용 달성
12.4.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대기ㆍ물ㆍ토양에 대한 배출 대폭 감축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대폭 감소
12.8.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자연친화적 생활방식에 대한 정보 및 인지도 제고 강화
*12.c. 시장왜곡 철폐를 통해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조세개혁, 보조금 철폐), 단 개도국별 수요
및 상황을 고려하고 빈곤층 보호 등 개발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Goal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 및 영양염류오염 예방 및 대폭 감축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해안생태계 회복력 강화, 복원조치 시행을 통한 해양 및 해안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관리
14.3. 모든 단계에서 과학협력강화 등을 통한 해양산성화 영향 최소화 및 해결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획량 규제, 남획,불법, 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파괴적 어업관행 종식,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계획 시행
14.5. 2020년까지 국내/국제법에 부합되는, 과학적 정보에 기초한 해안/해양지역 최소 10% 보존
*14.6.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남획을 초래하는 어업보조금 금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 근절, 신규도입 자체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차등 대우를 필수분야로 포함해야 함을 인정)
14.7. 2030년까지 수산/양식/관광업 지속가능관리를 통해 해양자원 지속가능이용으로 발생하는 소도서국/최빈국 경제이익 확대
14.a. 소규모 영세어민 위한 해양자원/시장 접근성 확대
14.b.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 이용 강화
Goal 15. 육상생태계 보호/복원 위한 지속가능 이용강화, 지속가능 산림관리,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종다양성 손실 방지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 의무에 따라 육지/내륙 담수생태계 및 서비스, 특히 산림/습지/산/건조지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이용
보장
15.2. 202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산림의 지속가능관리 이행 촉진, 산림벌채 중지, 산림황폐화 복원, 신규조림 및 재조림 대폭 확대
15.3.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 사막화/가뭄/홍수 영향받은 토지 포함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구, 토지황폐화 없는 세상 위한 노력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에 필수적 편익제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포함, 생태계 보호 보장
15.5. 2020년까지 자연서식지 황폐화 감소를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 이행,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 예방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 및 밀매 종식 위한 긴급한 조치 이행
15.8. 2020년까지 육상/수중생태계 외래종 유입 예방과 함께 육지/수중생태계에 대한 영향 감소 위한 조치 이행
15.9. 2020년까지 생태계,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지역차원 계획/개발, 빈곤감소 전략 및 회계에 통합
주: * 무역 및 시장접근과 연계성 있는 세부목표.
자료: United Nations(2015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pp.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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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주요 공여국의 일반특혜관세 제도 요약
공여국

EU

일반특혜관세 제도
-

수혜대상국: 89개국
수혜품목수: 6,350개
특혜율: 민감품목 제외
수혜제한조치: 일시적 철회, 세이프가드
졸업규정: 국가-품목 졸업과 국가 졸업, 3년 연속 고소득 및 상위소득 국가로 분류되거나, 특혜시장으로부터
더 나은 관세혜택 받는 경우
- 원산지규정: 직접운송, 누적조항
- 최빈국 특혜: 무관세, 무쿼터, 세이프가드 면제

미국

-

수혜대상국: 131개국
수혜품목수: 4,650개(AGO는 추가로 1,835)
특혜율: 무관세
수혜제한조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Competitive Need Limitation, CNL)
졸업규정: 고소득국가 분류시
원산지규정: 직접운송, 누적조항
최빈국 특혜: 무관세, 원산지 규정 완화, CNL 면제 등

일본

-

수혜대상국: 137개국
수혜품목수: 농산품 및 수산품 337개, 공산품 3141개
특혜율: 농산품 및 수산품은 다양한 관세감축과 무관세, 공산품은 원칙적으로 무관세, 민감제품 예외
수혜제한조치: 일본으로의 수출이 50% 이상, 금액이 15억 엔 이상일 때 GSP에서 3년간 제외
졸업규정: 매년 검토하여 부분졸업 -> 졸업
원산지규정: 직접운송, 누적조항, 공여국원자재사용분 인정 등
최빈국 특혜: 무관세, 무쿼터

호주

-

수혜대상국: 167개국
수혜품목수: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 품목
특혜율: 일반관세보다 5% 낮은 특혜관세
수혜제한조치: 없음
졸업규정: 고소득국가
원산지규정: 최종제조가 수혜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수혜국 원료가 총 제조원가의 50% 이상
최빈국 특혜: 무관세 및 무쿼터

캐나다

-

수혜대상국: 179개국
수혜품목수: 5,700개
특혜율: 무관세 또는 MFN보다 낮게
수혜제한조치: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조사
졸업규정: 특별히 없음
최빈국 특혜: 섬유 및 의류 포함 무관세 및 무쿼터

자료: 조미진 외(2012)의 표 2를 UNCTAD(2016b), UNCTAD(2016c), UNCTAD(2013)을 참고해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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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2월,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을 채택
하여,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파리협정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였음.
- 파리협정은 차별화된 책임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확정된 국가별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5년마다 제출하되, 가장 의욕적이고 현재의 기여방안보다 더 상향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또한 파리협정은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각 당사국에 보다
더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기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으로 결정하고 이를 INDC에 포함하여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 2009년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공표하고,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음.
-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 이외에도 2030년 배출전망치 8억 5,060만 톤의
11.3%에 해당하는 약 9,611만 톤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계획하고 있음.
-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NDC) 제출이 요구되고 있어, 국내 감축분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도 있음.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아직 용어조차 국제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분야
로서, 파리협정 후속 논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교토의정서에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하거나(예: ETS), 해외
감축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자국의 감축목표에 상쇄하는 방식(예: CDM, JI)으로 적용
되었음.
- 이후 2010년 칸쿤 당사국 총회(COP16)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제고하고 감축 행동을 촉진하는 시장 기반(market-based)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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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 기반(non-market-based) 메커니즘 설립을 고려하기로 합의하였으나,1) 세부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음.
- 파리협정문 6조에 탄소시장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개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향후 탄소시장 메커
니즘과 관련된 세부 사항의 후속협상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임.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
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 정부가 수립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계획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
을 고려하고 있어,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
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첫째, UN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논의 경과를 검토하고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하며 셋째, 우리나라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도입 시 유망한 국가를 분석하고, 해외 사업에서의 장애요인 및 재원 활용방안을 검토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시장을 활용하여 비용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 왔음.

-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
를 도입하여 선진국의 배출권 획득을 도와주는 수단을 제시
- 2010년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
의되었고, 2011년 COP17은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Framework for Various
Approaches)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New Market-based Mechanism)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음.
-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2015년 파
리협정 6조에 시장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메커니즘)이
제시되었음.

1) UNFCCC(2010), Decision 1/CP.16, para 8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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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탄소시장 메커니즘 접근 논의 경과

1차 공약기간
(2008~2012)

2차 공약기간
(2010~2020)

2020년 이후

교토 신축성 메커니즘
CDM

JI

배출권거래제

신시장 메커니즘

파리협정

다양한 접근법

협력적 접근법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

지속가능 메커니즘

자료: 저자 작성.

시장접근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법(FVA)은 파리협정하의 협력적 접근법으로 연결되고,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NMM)은 파리협정에서의 감축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연결될 수 있음(그림
1 참고).

- 새로운 체제는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논의 체계를 완전히 탈피하기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향후의 쟁점으로 예상됨.
- 시장을 활용한 접근은 선진국만의 영역이 아니며,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모든 당사국(선진국과
개도국 포함)이 참여하고 당사국간 감축 결과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전의
논의와 차이가 있음.
- 2016년 11월 모코로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22차 당사국총회와 연계하여 45차 SBSTA가 개최되었
고,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6조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하였음.

나.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현황

CDM은 비부속서 I 국가(개도국)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UNFCCC의 궁극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토의정서 3조에 의거한 부속서 I 국가(선진국)의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2016년 6월까지 등록된 사업은 총 8,000여 건, 발행된 크레딧(CER)은 누적기준 17억 톤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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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상당 규모의 투자 및 기술전수가 이루어졌으나
다음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요구됨.

- 실제적인 감축의 효과를 달성하고 환경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적인 베이스라인 설정 및 추
가성 검증을 중요시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바, 환경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 행정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작업 필요
- 특정 분야 및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최빈국 또는 아프리카 지역의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하
는 등의 방안 필요
- 그간 진행된 CDM 사업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간과해왔다는 비판을 얻은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지원은 CDM의 명문화된 사업목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제안
시 타당성 확인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평가기준이나 요구조건이 없음.
∘ 2012년부터는 사업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상호이익(co-benefits)을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되
었는데 이러한 제도 확충이 필요함.

신기후체제하에서도 CDM과 유사한 방식의 중앙집권적 탄소상쇄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설계에 CDM 사업의 교훈을 고려함이 바람직함.

한편 양자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을 참고할 수 있음.

- 일본은 2012년부터 16개 개도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개도국에서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
하고 그 성과를 측정 및 검증하여 감축실적, 즉 JCM 크레딧으로 발행하고 있음.

JCM은 협력국 정부대표단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등록과 방법론 승인여부, 크레딧 발행 및
배분 등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 즉 거버넌스 측면에서 CDM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적

- 공동위원회는 일본정부(환경성, 경제산업성, 외무성)와 각 협력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JCM 사업
및 방법론과 검증기관 승인, 크레딧 발행 등의 거버넌스 과정을 간소화 및 합리화함.
- 2012년 몽골을 시작으로 16개 개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팔라우,
몽골에서 15개의 사업이 등록 및 운영 중임.
- 현재까지 발행된 크레딧 규모는 약 200톤 수준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6년 5월 최초로 크레딧
발행이 이루어진 만큼 발행 크레딧의 규모는 향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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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환경성 및 경제산업성)는 2012년부터 JCM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제공
하여 JCM 시범사업을 장려해왔으며, 환경성과 산업성이 각기 다른 중점분야에 재원을 제공함(표 1
참고).

- 환경성은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 등, 기업의 기술력이 주로 집중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산
림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양자지원뿐만 아니라 ADB의 신탁기금
창구를 활용하기도 함.
- 산업성은 시설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급기술을 가진 기업이 JCM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크레딧 인정을 위한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함.

표 1. 일본의 JCM 재정지원 활동
1. JCM Model Project
개요

- 감축기술을 가진 기업(국제 컨소시엄 가능)이 JCM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50%까지 지원

사업규모 및
형태

- 전액 증여형태이며 2016년 예산: 약 5,600만 달러(67억 JPY)
- 2016년까지 56개 사업이 지원됨

조건/ 특징

- 단독 또는 JICA 등 기타 기관과 협조금융 가능
- 수혜기업은 3년 내 사업(설비구축)을 완료해야 함

2. JCM REDD+ Model Project
환경성
지원

개요

- 불법 벌목, 재난방지, 산림재건 등의 사업 추진에 비용 일부를 제공

특징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협력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활동 원칙과 지침이 아직까지 미비하여
2015년 2개 사업 지원에 그침

3. ADB Trust Fund: Japan Fund for Joint Crediting Mechanism(JFJCM)
개요

- ADB와 협조융자로 추진되는 JCM 사업에 활용됨
- 고급 저탄소기술 제공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또는 ADB 차관에 대한 이자로 제공됨

사업규모 및
형태

- 2016년 예산: 약 1천만 달러(12억 JPY)
- 2014년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1건의 지원사례 있음

4. JCM Demonstration Project
산업성
지원

개요

- JCM 사업 추진 시 검증비용으로 활용되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사업이 주를 이룸

사업규모 및
형태

-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17건을 지원(2013~15년 기준)

자료: IGES(2016), Operationalizing the Paris Agreement Article 6 through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JCM), p. 33; 일본
환경성 JCM 담당자 면담(2016.6.2, 일본 도쿄)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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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M 크레딧은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국제적으로는 거래되지 않고 개도국의
NAMA에 포함되거나 일본의 자발적 감축에 활용, 또는 일본의 탄소감축 기술 확산을 위해 활용되는
수준임.

- 향후 크레딧의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지역단위의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거버넌스 및 운영에 있어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하여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적 부
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자의 소요 비용을 감소시킴.

-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는 사업 규정(protocol)이 마련된 6개 분야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인정하
며 아직까지는 사업지역 또한 국내로 제한됨.2)
- 사업 규정은 사업 인정 요건과 방법론, 기준선 설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캘리포니아 상쇄제도는 2013년부터 119개의 사업을 통해 약 2,406만 상쇄 유닛을 발행하였으며, 주
요 사업 분야는 미국 내 산림과 오존 유해물질 관련 활동임.

- 건수로는 오존 유해물질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크레딧 규모 측면에서는 미국 내 산림 관련
활동이 기타 분야 합계의 두 배가량에 달함.
- 한편 제도 도입 이전에 추진된 활동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 활동 크레딧을 발행
하는데, 조기 활동 크레딧 또한 오존 유해물질과 미국 내 산림 관련 활동이 건수와 규모 측면에서
가장 활발함.

상쇄제도의 상위 규제인 캘리포니아 탄소거래제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내에 위치한 주요 산업체 대부
분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규제 대상은 할당배출권의 최대 8%까지 상쇄배출권을 구입하여 제출 가능

- 캐나다 퀘벡 주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지역별 연계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탄소시
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격의 안정성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

자발적 의지에 의해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가 크레딧을 구매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며, 이 경우 VCS
(Verified Carbon Standard), CAR(Climate Action Reserve), ACR(American Carbon Registry)
등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용됨.

-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2) 규정상 향후 국제범주의 사업에서도 크레딧 발행의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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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표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
으로 전환함.

사업 분야는 CDM 및 JCM과 동일한 15개 분야이며, 특정 기관 또는 기업이 추진한 감축활동에 대해
VCS 인증기관의 검증이 완료되면 VCS 크레딧(VCU)이 발행됨.

- 2009년부터 약 1,060개의 사업에서 약 1억 9,164만 개의 크레딧이 발행되었으며 가장 활발한 분
야는 에너지 산업(약 60%)과 농업 및 산림 등 토지이용(약 20%)임.
- 크레딧 발행규모 기준으로 볼 때, 인도와 중국에서 추진된 활동이 가장 많고(각 27%, 26%) 그
밖에도 미국(11%), 브라질(8%), 인도네시아(8%) 등임.
상기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의 거버넌스, 사업 분야, 규모, 지역적 제한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표
2 참고).

- 프로그램 거버넌스 측면에서, CDM과 JCM, 캘리포니아 상쇄제도는 각각 집행위원회, 공동위원
회, 대기자원이사회(ARB)라는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가지며, 자발적 프로그램인 VCS는 국제표준
에 의해 사업 등록, 크레딧 발행, 방법론 및 DOE 지정 등을 승인
∘ 한편 CDM의 경우 집행위원회보다 상위 결정기관인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MP)가 CDM의 규칙을 제
정하고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의 DOE 지정을 최종 승인함.

표 2. 주요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특징
구분

CDM

JCM

CA COP

VCS

운영주체

CMP
CDM 집행위원회

공동위원회

캘리포니아 ARB

VCS 이사회
VCS 협회

사업분야

다분야(15개)

다분야(15개)

제한적(6개)

다분야(15개)

지역 제한

국제

국제

국내¹

국제²

방법론 개발 방식

상향식

상향식

하향식

상향식

누적 크레딧 발행 규모

17억 달러
(2005년 10월 ~)

197³달러
(2012년 ~)

2,386만 개(ARB)
2,418만 개(조기)
(2011년 ~)

1.9억 달러
(2007년 ~)

주: 1) 추후 국제범주 활동 포함가능성 존재.
2) 개인 또는 기업의 자발적 상쇄제도이므로 지역 제한여부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음.
3) 2012년 개시된 사업으로 2016년 최초로 크레딧이 발행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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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M은 CDM과 유사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다국적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CDM 집행위원회와
달리 일본과 협력국 정부의 양자 대표단으로 공동위원회가 구성됨.
∘ 캘리포니아 상쇄제도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방법론 및 크레딧 발행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
∘ VCS는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VCS 협회가 크레딧 발행을 관리하며, VCS 지침의 수정
및 변경은 보다 상위 조직인 VCS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구조임.

- 사업 분야의 경우, JCM과 VCS은 CDM과 동일하게 에너지 생산, 공급 등의 15개 분야를 사업범
위로 삼는 한편 캘리포니아 상쇄제도는 지정된 6개 분야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인정함.
- 지역적 제한 측면에서도 CDM과 JCM, VCS는 국제범위의 사업에 대해 크레딧을 발행하는 반면
캘리포니아 상쇄제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 내 상쇄활동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인정
∘ 이러한 차이점은 캘리포니아 상쇄제도가 국내 탄소배출 할당량 준수를 보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며,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엄격한 하향식 제도라는 특징에서 비롯됨.

- 크레딧 발행규모로는 2005년부터 추진된 CDM이 누적규모 약 17억 톤으로 가장 많고 2007년
개시되어 2009년부터 크레딧이 발행되기 시작한 VCS가 1.9억 개 유닛(톤)을 발행한 바 있음.
-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의 경우, 배출권할당제에 활용이 가능한 일반 ARB 크레딧이 약 2,386만
개, 향후 ARB 크레딧으로 전환 가능한 조기활동 크레딧이 약 2,418만 개 발행됨.
∘ 캘리포니아 상쇄제도는 크레딧 사용에 상한선을 설정하므로 수요 또는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음.
∘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50년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므
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다.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국가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향후 탄소상쇄사업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MCI:
Mitigation Cooperation Index)를 고안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해당 국가의 개발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
역량지수)하였음.
- 배출환경지수 도출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비중), 경제활동을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구조(CO2 배출량/GDP)일수록 국가간 감축 협력수요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였고, INDC에서 향후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계획하거나 고려한 국가를 반영하였음.
- 경제교류지수는 한국과의 무역거래 규모 및 한국의 ODA 지원 규모를 포함하였으며, 국가역량지
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공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와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공표하는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을 활용하였음.
- 세부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수치로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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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된 비부속서Ⅰ국가 중에서 지수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가용한 115개국을 고려하였음.

고안된 분석 체계에 따라 세부지수별 국가 순위를 분석하였음(부표 1 참고).

-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고,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지수 평균(0.735)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음.
-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
가 상위 국가에 포함되었음.
- 국가역량지수상의 상위국가로 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 기후변화협약상에서 개도국으
로 편제되었으나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포함되었고, 아시아권 국가의 상위권 내 포함 비중은
배출환경지수나 경제교류 지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중남미 국가는 국가역량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배출환경이나 경제교류지수는 아시
아권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3 참고).

표 3. 탄소감축협력지수(MCI)의 세부지수별 상위 30개국의 지역별 분포
세부지수
지역

배출환경(  )

경제교류(  )

국가역량(  )

지수

국가 수

지수

국가 수

지수

국가 수

아시아

0.735

9

0.676

14

0.857

4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0.708

5

0.557

2

0.792

2

중남미

0.680

3

0.528

4

0.821

13

북아프리카 및 중동

0.700

5

0.537

3

0.888

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0.659

8

0.586

7

0.856

3

평균

0.699

30

0.614

30

0.845

자료: 저자 작성.

탄소감축협력지수는 세 가지 세부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배출환경지수에 0.5를 부여하고,
다른 지수에 각각 0.25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도출하였음(부표 2 참고).

- 세부지수에 동일한 비중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잠재협력대상 국가로 베트남(0.791)과 인도네
시아(0.728)가 최상위 국가로 분류되었고, 10위권 내 상위국은 지수 0.64 이상을 획득한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 5개국이 포함되었음.3)

3)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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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환경에 0.5의 가중치가 부여될 경우에도 잠재협력대상 국가로 베트남(0.794)과 인도네시아
(0.726)가 최상위 국가로 분류되었고, 10위권 내 상위국가에서도 세부지수에 동일한 가중치가 부
여될 때와 마찬가지로 5개국이 아시아권 국가로 나타났음.4)
- 탄소감축협력지수상의 상이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공통으로 포함되었으며, 아시아에서 5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 태국)이 포함되고, 중
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각각 1개국씩 포함(카자흐스탄, 요르단, 멕시코)되었음.
- 베트남은 배출환경지수 5위, 경제교류지수 1위로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두 지수 모두 가장 상위국
에 올랐으며, 인도네시아도 배출환경 10위, 경제교류 2위를 기록하였음.
- 인도는 한국과 무역규모에 비해 낮은 160억 달러 정도의 ODA 지원수준으로 경제교류지수가 낮
았으나, 배출환경지수가 1위로 분석되어 배출환경지수의 가중치가 높아지는 경우 잠재협력 3위
국가로 나타났음.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규모 측면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멕시코, 카자흐스탄 등이 한국과
유력한 잠재협력 대상국으로 분석되었음.

- 아시아권 국가의 배출환경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역량지수는 경제교류지수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았고, 잠재협력국으로 분석된 아시아 국가 중 상위 30권 내 국가역량지수에 편재된 국가는
없었음.
- 아시아권의 개발역량을 지원하면서 탄소감축사업을 동반 실행할 경우 그 효과는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었음.

라. 해외 감축사업 제약요인

세계은행(2016)은 저탄소 분야의 투자 제약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첫째,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저탄소 산업은 타 분야에 비해 자본집약적이고, 초기 투자비용이 전통
적 발전사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용 회수기간이 긴 점은 민간투자자에게 매력적
이지 않음.
- 둘째,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프로젝트 경험이 길지 않기 때문에 건설비용, 기술 신뢰도 및 성과,
정책 및 수원국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것이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

4)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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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탄소 분야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초기 진입 지원과 더불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
-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진출은 필수적이며, 저탄소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해외 수출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연구 추진과정에서 진행한 민간기업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나타난 해외 감축사업 진출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음.

- [타당성조사] 개도국 현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와 협의가 필수이나
중소, 중견기업이 정부의 지원없이 수원국과 단독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움.
- [타당성조사와 본 사업 연계성] 본 사업은 국제 경쟁입찰로 이루어지므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낙찰될 확률은 낮음.
- [사업발굴] 특정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수주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감축과 더불어 지역사
회 파급효과, 국가 전체의 발전전략과 연계되는 사업이 선호되므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사업발
굴 시급
- [정책 불확실성] 현재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크레딧 가격 불안정 가능성을 이유로 해외 획득
크레딧의 거래를 금지하는데, 이에 따라 기업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 동인이 없는 상황
∘ 특히 2020년 이후 해외 감축분의 5%만 인정해주는 정책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기업 경쟁력] 기업이 기술개발에 힘쓰고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제도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 있음.
∘ 예: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사업 입찰 시 가산점 부여, 현재의 저가입찰제도 개선 등

3. 정책 제언
향후 구체적인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은 비용효과적 수단으로서 감축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일차적
인 목적과 더불어 신기후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크
레딧을 확보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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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은 감축의무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
-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국내 제도적, 정책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
어야 한다고 주장

단기적이고 일회성 지원책을 세우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
는 방안 마련이 시급

- 정부는 파리협정 채택 이후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를 개편,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각
부처가 세부 목표하에 정책개발과 감축이행을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2016. 6)
- 국무조정실 중심의 대응체계는 총괄·조정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실행성과
를 평가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출 필요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함.

가. 민간 참여 활성화 지원

국내기업이 해외 탄소감축사업을 통해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역량을 지원하는 중장기
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외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정책
적 지원이 필수적임.

1)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기관 도입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
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첫째, 해외에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업들은 세계기구나 다자개발은행 등에서 주로 발주되는 사업에 참여하고 역량을 쌓을 기회를
모색하지만, 복잡한 사업절차와 해당 사업이 진행될 개도국 정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여 국내
기업들이 이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움.
- 신설되는 기관이 국내기업의 부족한 정보력을 보완하고, 네트워크 구축(감축사업 기업, 컨설팅,
엔지니어링 회사 등 사업참여 전반)을 통해 국내기업간의 해외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특정 개도국
사업과 연관되는 다수의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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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개도국 사업에 필요한 인력 풀 제공 등을 수행함.

- 해외조달사업 심사 시 과거 사업실적(track record)이나 기술력도 중요하나, 사업에서 고려되는
환경영향평가, 양성평등, 지역사회 영향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도 강조되고
있음.
- 원스톱 지원기관이 국내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매치해주거나,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셋째,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양자간 탄소상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국내기업들이 참여하는 창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함.

-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재
정적인 지원을 원스톱 지원기관을 통해 할 수 있음.

2) 국내기업의 해외감축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계획된 11.3%의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참
여기업의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탄소 크레딧을 국내감축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쇄 인정한
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감축분과 해외감축분의 획일적인 수치 구분보다는
탄소감축이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국내에서 탄소감축비용이 큰 기업이 해외에서 탄소감축사
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
- 세제 혜택 및 사업입찰 시 가산점을 제공하고 배출한도보다 더 많은 탄소 크레딧을 해외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이를 구매해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3) 국내기업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국내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 해외 감축사업 부문이 국내시장에서도 활성화된다면, 기업에 신규 수요 및 경험 축적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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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기술 잠재력이 있는 국내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국내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과 같은 사업의 규모를 늘려 국내기업을 육성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해외 탄소감축사업의 국내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음.

나. 효과적 재원 활용

1)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정부예산 제약 심화 속에 국제사회는 ODA를 비롯한 공공재원을 활용한
민간재원 유도방안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추세

- ODA는 취약국 및 민간투자가 이뤄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고, 민간기업이 개도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ODA 활용 가능
- 다만 ODA의 궁극적 목표는 수원국의 빈곤해소라는 점을 감안,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ODA를 사용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

2) 다자기구 및 기금 활용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기금 및 다자기
구의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민간기업이 이를 기회로 삼고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 필요

- 우리나라가 유치한 GCF 또는 다자개발은행(MDB) 발주사업에 국내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시급
- 단순히 정보제공을 넘어 기후변화 관련 기업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기구 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처별 대응이 아닌 전 정부적 지원 필요
-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시
반복(replicate)하는 과정이 중요

우리나라가 다자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

-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GCF 및 다자개발
은행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와 사업역량 축적을 지원할 필요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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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CF 제15차 이사회에서 국내 최초로 산업은행이 이행기구로 승인(2016. 12. 14)된바, 우리나라
기관의 GCF 이행기구 등록의 의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

다.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논의 및 접근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
이 필요함.

-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도 나름의 역량을 배양
하고, 개도국의 필요를 확인하면서 협력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음.
- 일례로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PMR은 30여 개의 국가,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장 메
커니즘 및 탄소가격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정보 및 지식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특정 사업보다 범위가 넓은 프로그램이나 정책, 부문과 관련된 국제사
회의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모색이 필요함.

국제사회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해외 감축 크레딧 획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역
량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탄소 크레딧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세계은행의 Pilot Auction
Facility(PAF)는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유도하는 혁신적 모델로서 눈여겨볼 만함.
- 국제사회의 선진 금융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기업의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탄소금융 분야의 민간참여 확대 및 민간재원 창출 모델을 수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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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탄소감축협력지수(MCI)의 세부지수별 국가 순위
순위

국가

배출환경

국가

경제교류

국가

1

India

0.917

Vietnam

0.967

Singapore

국가역량
0.988

2

Iran

0.871

Indonesia

0.831

Israel

0.968

3

Kazakhstan

0.848

Philippines

0.812

Chile

0.956

4

Mongolia

0.807

Bangladesh

0.722

Qatar

0.947

5

Vietnam

0.801

Cambodia

0.715

UAE

0.932

6

Bosnia and
Herzegovina

0.775

Myanmar

0.714

Barbados

0.913

7

Zimbabwe

0.766

Tanzania

0.686

Malaysia

0.905

8

Afghanistan

0.749

Afghanistan

0.683

Mauritius

0.903

9

Thailand

0.733

Ethiopia

0.667

Costa Rica

0.890

10

Indonesia

0.722

Pakistan

0.658

Panama

0.889

11

Lesotho

0.717

Sri Lanka

0.647

Saudi Arabia

0.885

12

Jordan

0.709

Mozambique

0.640

Bahamas

0.879

13

Mexico

0.706

Uzbekistan

0.611

Oman

0.874

14

Brazil

0.696

Mongolia

0.605

Seychelles

0.864

15

Moldova

0.678

Lao PDR

0.580

Uruguay

0.857

16

Tunisia

0.649

Nicaragua

0.565

Kuwait

0.854

17

Togo

0.645

Ghana

0.564

Bahrain

0.836

18

China

0.641

Egypt

0.548

Georgia

0.813

19

Senegal

0.641

Jordan

0.543

Jordan

0.807

20

Morocco

0.638

Bolivia

0.539

Botswana

0.800

21

Cuba

0.637

Rwanda

0.526

Mexico

0.795

22

Liberia

0.636

Iraq

0.522

Sri Lanka

0.783

23

Sierra Leone

0.635

Malaysia

0.519

Trinidad and Tobago

0.773

24

Lebanon

0.635

India

0.518

Peru

0.771

25

Bangladesh

0.632

Congo, Dem. Rep.

0.511

Montenegro

0.770

26

Montenegro

0.620

Angola

0.510

Jamaica

0.764

27

Mauritania

0.620

Ecuador

0.508

China

0.752

28

Armenia

0.618

Azerbaijan

0.502

Colombia

0.743

29

Gambia

0.614

Mexico

0.502

Dominican Republic

0.737

30

Bhutan

0.609

China

0.500

Brazil

0.70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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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탄소감축협력지수(MCI)에 따른 잠재협력 대상 국가 순위
순위

국가

동일 가중

순위

국가

배출환경 가중

1

Vietnam

0.791

1

Vietnam

0.794

2

Indonesia

0.728

2

Indonesia

0.726

3

Jordan

0.686

3

India

0.719

4

Mexico

0.667

4

Mongolia

0.696

5

Mongolia

0.659

5

Kazakhstan

0.693

6

Chile

0.659

6

Jordan

0.692

7

India

0.653

7

Iran

0.683

8

Singapore

0.647

8

Mexico

0.677

9

Kazakhstan

0.641

9

Thailand

0.664

10

Thailand

0.641

10

Bosnia and Herzegovina

0.654

11

China

0.631

11

Chile

0.642

12

Iran

0.621

12

Brazil

0.638

13

Brazil

0.619

13

China

0.634

14

Panama

0.617

14

Singapore

0.623

15

Bosnia and Herzegovina

0.614

15

Panama

0.603

16

Malaysia

0.605

16

Bangladesh

0.599

17

Costa Rica

0.604

17

Peru

0.599

18

Peru

0.603

18

Montenegro

0.596

19

Dominican Republic

0.595

19

Dominican Republic

0.593

20

Bangladesh

0.589

20

Costa Rica

0.589

21

Montenegro

0.587

21

Colombia

0.586

22

Colombia

0.585

22

Tunisia

0.582

23

Botswana

0.583

23

Botswana

0.582

24

Saudi Arabia

0.582

24

Cuba

0.575

25

Barbados

0.565

25

Armenia

0.573

26

Tunisia

0.560

26

Afghanistan

0.570

27

Bahamas, The

0.560

27

Barbados

0.567

28

Philippines

0.558

28

Bahamas, The

0.566

29

Oman

0.557

29

Lebanon

0.562

30

Armenia

0.557

30

Cambodia

0.56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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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C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가 글로벌 경제의 화두로 급부상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최근 논의는 디지털경제의 진전을 기초로 하며, 이는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전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동할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은 관심이 촉발된 배경으로서, 기술적인 요인 외에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성장동력 창출,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등이 작용

디지털화(digitization) 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경제·산업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 ICT는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는 ‘도구(tool)’로서 생산성 향상으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영향을 주
는바,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범용기술)로 대두
- 디지털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디지털화가 산업혁신의 과정 자체를 혁신시킨다는 것으로
서, 디지털화를 통해 ① 실시간의 세밀한 사업활동 측정(measurement) ② 저비용의 신속한 사업
실험(experimentation) ③ 관찰과 아이디어의 광범위하고 용이한 공유(sharing) ④ 보다 빠르고 충
실하게 제품혁신 프로세스를 복제(replicate) 등이 가능해짐.1)

우리나라는 자본집약적,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며,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혁신전략을 모색할
시점

-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다른 조건이 바뀌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
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역시 떨어지는 추세
-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
- 유사한 배경하에 미국, EU,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활
발하게 도입 중

1) Brynjolfsson, E(2011), “ICT, innovation and the e-economy,” in Strauss, Hubert(ed.), Productivity and growth in Europe:
ICT and the e-economy, EIB Papers, Vol. 16, pp. 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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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전망(1960~2060년)

그림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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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2016),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중국

2015년
일본

2030년
한국

독일

2060년
미국

자료: 통계청(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7월 11일).

이상의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모색

- 디지털화의 산업혁신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토
- 디지털 산업혁신역량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 파악
- 미국, EU, 독일, 일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배경, 주요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 평가
- 이상의 연구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디지털 산업혁신의 정책과제를 제시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의 산업혁신 동력으로서의 역할

Basu et al.(2004)2)의 모형을 고려하여 EU 주요 8개국3)과 한국, 일본을 추가하여 10개국 패널 분석
을 수행한 결과, ICT 자본축적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동기(t)와 전기(t-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2) Basu, S., John G. Fernald, Nicholas Oulton and Sylaya Srinivasan(2004), “The Case of the Missing Productivity Growth,
or Does Information Technology Explain Why Productivity Accelerated in the United States But not in the United
Kingdom?” NBER Macroeconomics Annual 2003, Vol. 18.
3)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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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 ICT 자본축적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동기에는
부(-)의 효과를 가지나 일정 기간(5년) 이후에는 정(+)의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

- Basu et al.(2004)에서 확인된 보완적 혁신의 가설이 특정기간(2000~05년) 뿐만 아니라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남.

표 1. ICT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
설명변수

10개국 패널

미국

∆   

2.91208***(0.767)

-

∆     

1.012814*(0.519)

-

∆ 

-

-0.9624563*** (0.159)

∆    

-

1.253883*** (0.102)

Within-R2

0.4571

-

R2

-

0.9019

국가 수

10

1

관측치수

30

23

주: 1) i는 국가, t는 연도. 종속변수인 ∆ 는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이다. 설명변수인 ∆    는 ICT 자본의 증가율임. 5년 기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보완적 혁신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각 관측치는 1996~2000년, 2001~05년, 2006~09년의 산술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 *, **, *** 표시는 계수 값이 각각 10%, 5%, 1% 수준임.
자료: EU KLEMS를 토대로 저자 분석.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ICT 자본이 단순히 산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지지

- 다만 [그림 3]에서 보듯이 10개국 패널 산포도에서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강한 선형성이 관찰되지
않는바, 이는 소득수준, ICT 자본축적규모, 국가규모, 사용자의 역량 등 다른 요인에 따라 국가별
로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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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CT 자본-총요소생산성 산포도
10개국 패널 산포도(전기, t-5)

-2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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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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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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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

ict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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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 KLEM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의 국가간 비교와 한국의 위상

주요 국가4)별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여건)을 ICT 인프라, R&D 투자 및 혁신수준, ICT 채택 및 활용,
창업활동, 인적자원, 법제도, ICT 시장 및 수출 경쟁력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로 표준화하
여 비교(분야별 세부 변수는 표 2 참고)

- 지표의 표준화를 위해 다음 식과 같이 비교지표별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수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설정하여 상대적 지수를 계산
    
     ×   
     

4)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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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야별 평가를 위한 지표
구분
ICT 인프라

변수
ICT 발전지수(ITU), 인구 100명당 유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ITU), 인구 100명당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ITU),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ITU),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ITU), 인터넷 사용자 비율(ITU)

R&D 투자 및 혁신수준

GDP 대비 ICT R&D 지출비중(OECD), ICT R&D 특허비중(OECD), SCI 논문 수, SCI 논문 피인용건 수

ICT 채택 및 활용

SNS 이용도(WEF), B2B에서의 ICT 활용도(WEF), B2C에서의 ICT 활용도(WEF), 인구 100명당 온라인
디바이스 수(OECD)

창업활동

초기 창업활동비율(GEM), 개선기회추구형 창업비율(GEM), 최신기술의 가용성(IMD), 벤처캐피털
가용성(IMD), 창업소요시간(WEF), 창업소요절차(WEF)

인적자원

숙련인력 가용성(IMD), 두뇌유출 안정성(IMD), 연구자와 과학자가 자국에 느끼는 매력도(IMD), 과학교육이
학교에서 강조되는 수준(IMD)

법제도

ICT 관련 법 수준(WEF), 지적재산권 보호수준(IMD), 혁신을 고취하는 과학기술 관련 법체계(IMD),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적인 규제수준(IMD)

ICT 시장 및 수출경쟁력

ICT 시장규모, ICT 기기 및 서비스 수출비중, IT 기기 및 서비스의 RCA 지수

주: ( ) 안은 자료의 출처.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ICT 채택 및 활용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법제도ㆍ인적
자원 활용여건ㆍICT 시장 및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됨.

- 지표의 특성상 질적 측면의 평가가 쉽지 않으나, 인프라 여건과 같이 투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는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반해 시장규모, 제도적 여건 등 시장매력도와 관련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
- R&D와 관련하여 GDP 대비 전체 R&D 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SCI 논문 게재건
수 등 실적 관련 지표가 낮음.

일본과 독일의 경우 ICT 인프라 여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며, 법제도 및 인적자원 여건 또한 양호

- 반면 일본은 ICT 시장 및 수출경쟁력, 독일은 R&D 투자 및 혁신수준 부문에서 다소 뒤처진 것으
로 평가
-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물적ㆍ제도적 기반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ICT 시장 및 거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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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비교대상국가들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영역에서 경쟁력 수준이 낮지만, ICT 시장 및 수출경쟁
력, R&D 투자 및 혁신 수준, ICT 채택 및 활용 부문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

- 중국은 법제도 및 인적자원 활용여건 등 기반이 갖추어질 경우 ICT 활용을 통한 산업혁신 등 파
급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미국은 전체적으로 특별히 미진한 영역은 없으며, ICT 시장 및 수출경쟁력 부문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나 해석에는 다소 유의할 필요

-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요인 중 하나는 미국의 시장규모가 크고, ICT 서비스 분야에 비해 ICT
기기(제조업)의 글로벌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ICT 채택 및 활용여건 등에서 비교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여타
분야의 경우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상황

- 산업혁신정책의 추진에서 ICT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
- R&D 투입지표에 비해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바, R&D 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속
적인 노력 필요
- 제한된 ICT 시장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기초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ICT 서비
스의 경쟁력 확보가 과제
- 기업 차원의 ICT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특히 개인의 ICT 활용도는 높은 수준인
반면 B2B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등 기업 차원의 ICT 활용수준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창업여건 및 인력자원 활용여건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창업여건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
원여건은 개선된 반면, 최신기술의 가용성 및 자금조달여건 등 환경적 여건은 여전히 미흡. 특히
인력자원 활용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숙련인력의 가용성, 두뇌유출에 대한 안정성(억제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됨.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및 기업환경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여건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ICT 관련
법(개인정보보호 등)의 구축 및 집행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기업친화적인 규제여건 등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부정적인 평
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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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지털 산업혁신역량의 국가간 비교

한국

일본

ICT 인프라

ICT 시장 및 수출경쟁력

9
8
7
6
5
4
3
2
1
0

ICT 인프라

R&D 투자 및 혁신수준

법제도

ICT 채택 및 활용

인적자원

ICT 시장 및 수출경쟁력

인적자원

미국
ICT 인프라

R&D 투자 및 혁신수준

ICT 채택 및 활용

중국
10
8
6

R&D 투자 및 혁신수준

4
2
0

법제도

ICT 채택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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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지표별 값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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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미국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하는 국가

-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
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및 인터넷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
화를 통해 회생을 추진

- 미국정부는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프로그
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투자
-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
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업혁신 도모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문제의 해결, 소비자정보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력

2) EU
유럽은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하였으며,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

EU는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시킴으
로써, 회원국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역내 디지털장벽 해소를 통해 디지털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기반을 창출하고자 함.

-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발표된 유럽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각

미국과 달리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정부 주도적인 경향을 보이며,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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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에 있는 독일은 첨단 제조업과 ICT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 · 중소 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

-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

- 정책 추진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
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또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의 全경제 · 사회
적 확산에 노력

4) 일본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림.

-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초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 일본은 상기한 강점을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의
공정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

- 또한 클라우드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
로 연계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를 구축 중

5) 중국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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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활용한 전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

-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구조 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
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

중국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
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

- 중국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중국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대시장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시장

- 중국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표 3. 주요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
미국

EU

-NITRD(1991~)
-미국 혁신전략
주요
-디지털 단일시장
(2009~)
정책
전략(2015~)
-첨단제조업육성정책
(2009~)
-단기성과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반성
추진 -장기 경제성장 및
배경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재편

독일
-신 하이테크
전략(2006~)
-인더스트리
4.0(2013~)

일본

중국

-중국제조
-ICT 성장전략(2013)
2025(2015)
-일본재흥전략
-인터넷 plus
(2013)
전략(2015)

한국

-창조경제
전략(2013~)

-경제활동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에
-노동인구 감소 및
대응
-경제활동인구 감소, -장기간의 경제침체
인구 고령화에 대응 -전통 제조업 경쟁력
-역내 디지털장벽
숙련공의 고령화 및 -급격한 인구 고령화
-글로벌 디지털
저하에 따른 새로운
해소를 통한
기후변화 등에 대응 -글로벌 트렌드에
경쟁력 확보
성장동력 창출
디지털시장 통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대응한 디지털
-전통산업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공동 혁신기반 창출 -산업경쟁력 창출
산업혁신 추진
고부가가치화
-미국, 중국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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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미국
-거대시장 보유
-ICT 서비스/SW
분야의 경쟁력과
높은 연구개발 투자
경쟁
비중
기반
-250대 글로벌 ICT
기업 중 82개
보유(고용 비중 약
30%, 2011)

EU

독일

일본

중국

-ICT 제조업 및
-거대시장 보유
-ICT 분야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고른
-ICT 플랫폼 기업의
보유
-세계적인 제조업 및
경쟁력
급격한 발전으로
-첨단 제조업의
ICT 서비스분야의
-세계적인 제조업 및 미국의 경쟁국으로
비교우위
경쟁력
로봇산업 경쟁력
대두
-ICT R&D의 상대적 -첨단제조업 선도
-기초분야 R&D의
-거대한 제조업 기반
부진
-견고한 중견 · 중소
경쟁력
보유
-ICT 플랫폼 산업의 기업 기반
-디지털화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
낮은 경쟁력
낮은 인식
제도적 기반 미흡

-민간 주도, 인터넷
플랫폼 기반 디지털 -역내 정보 이동
혁신
자유화 등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디지털시장 통합을
시장 지배력 강화
통해 혁신기반
-제조기업은 S/W 등 확대/개방을 통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특징/ ICT 솔루션 기업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략 전환
산업 디지털화에
방향 -정부는 기초 R&D
자원을 집중
투자, 의료 등 사회적 -전략분야의 민관
당면과제 해결, 첨단 공동투자 독려
기술 상용화 지원에 - 기술개발자와
집중
사용자의 네트워크
- 연방정부 차원의
구축을 통한 기술
통합적인 추진체계 상용화
수립

-경쟁우위분야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
-정부는 정책 수립의
플랫폼 구축에 매진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표준화 선도

한국
-자동차, 전자, ICT
제조업의 우수한 기반
-ICT 제조업에 비해 ICT
서비스의 낮은 경쟁력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잠재력 보유
-높은 R&D 투자규모

<과제>
-경제사회 전반의
-작은 시장을 극복하기
-정부의 통합적인
디지털 혁신 및
위한 개방적인 디지털
추진체계를 수립하 생태계 구축
혁신체계 마련이 시급
-제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산업혁신 선도
한 디지털 혁신 추진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예:
-경쟁력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 등
스마트공장)에 대한
로봇산업을 디지털 제도 구축에 눈을
지원 필요
혁신의 전면에 부각 돌림.
-기초기술 R&D 강화
-통합적인 정부
-스마트시티, 교통 등
-제도 여건 개선
추진체계 수립
대규모 투자 추진에
-기술 사용자 중심의
따른 협력 가능성
지원체계 마련 등

-ICT 인프라 개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데이터경제의 공통 기반기술 개발 및 적용에 투자
공통 -전략 산업/분야: 첨단제조(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등
과제 -디지털화를 통한 국가당면과제 해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기술 · 제도 여건 개선
-창업기반 강화, 전문인력 수요 등에 대응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가. 디지털 산업혁신의 필요성과 정책조건

실증적인 성과는 아직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뚜렷하게 확인되나(2절 참고), 디지털 혁신은 이미
기존 산업체제에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디지털화(digitization)를 통한 혁신의 특징은 ① 인터넷 플랫폼, 연결된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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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데이터(digital data)가 새로운 혁신의 ‘연료’가 되고 있다는 점 ② 3D 프린팅, 로봇 기술
등을 통한 자동화(automation) ③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향상된 연결성(connectivity) 향상 ④ 다
양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확대로 요약 가능
- 제조기업인 GE와 지멘스가 SW를 중심으로 사실상 ICT 기업으로 변모하거나, 유통물류기업이었
던 아마존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중심으로 ICT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구글과 같은 ICT 기업
은 자동차와 같은 전통 제조업으로 진출
-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산, 거래, 상품 · 서비스, 사업모델 등의 혁신은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로 귀결

그림 6. 전자상거래(B2C) 혁신 개념도

그림 5.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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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and Bundesverband der
Deutchen Industrie e.V.(2015),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y.”

자료: Kommerskollegium(2015), “Online Trade, Offline Rules: A Review
of Barriers to E-commerce in the EU.”

1990년대 중반 이후 ICT에 대한 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디지
털 전환이 본격화된 최근 몇 년 사이 이는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

- 급격한 기술발전과 더불어 범용기술로서의 ICT의 잠재력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각국은 경쟁적
으로 디지털화를 통해 전 산업에 걸친 혁신을 추구
- 디지털 전환이 갖는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능력에 주목
-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 등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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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 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국 정책을 종합해보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혁신에는 일정
한 정책조건이 구비될 필요

-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의 핵심은 데이터. 디지털 혁신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사물인터넷, 클라우
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궁극적으로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
- 본고에서 다룬 국가들은 유사한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나름의 출
발점 또는 초점이 있거나 이를 설정하고자 노력(표 3 참고)
-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구. 이는 정부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그리고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을 의미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전략이 필요. 추격형 산업혁신은 파괴적인 혁신을
속성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에는 유효하지 않음.
- 정부는 제도적 여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필요

나. 디지털 산업혁신의 과제

1) 데이터 기반 혁신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과정 자체의 혁신은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

- 고도의 연결성을 토대로 실시간의 사업활동 측정과 사업 실험이 가능하고, 아이디어의 신속한 확
산과 공유, 그리고 혁신프로세스의 손쉬운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혁신에서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혁신의 연료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

데이터의 축적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한 혁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것으
로 평가

-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기업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완전
히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
- 의료산업의 경우, ICT와 의료산업의 접목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취급되어온 의료정
보를 어떻게 개방, 공유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

디지털화와 더불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국제무역 및 기업 활동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영역을 개척하는 데 핵심 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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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클라우드컴퓨팅 등 최근 기술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을 일반화하는 추세(그림 7, 그림 8 참고)
-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글로벌 GDP 성장에 대한 기여분이 글로벌 상품무역에 버금가는 수준이라
는 연구도 제시됨(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 우리나라는 국경간 대역폭(bandwidth) 사용 데이터량이 세계 44위로서(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이는 2014년 상품무역량 세계 8위에 비해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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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elegeography(2016), “Global Bandwidth Research Service Executive Summary.”

수출회복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자산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

- 미국은 자국 인터넷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WTO TiSA,
TPP, TTIP 등 통상협상에서 강력하게 주장
- EU가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강조하고 역내
연구개발기반 확대를 위해 유럽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은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 차
원에서 중요한 의미
-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분야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으로서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
- 또한 첨단제조, 첨단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
용은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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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의 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

- 공통기술인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
자를 확대 · 지속
- ICT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ICT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우리나라의 ICT
기기 수출점유율은 6% 수준인 반면, ICT 서비스는 전 세계 수출액의 0.6%를 점유하는 데 그침
(그림 9, 그림 10 참고).

그림 10. 주요국의 ICT 서비스 수출(2013년)

그림 9. 주요국의 ICT 기기 수출(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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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BTDI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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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인력의 도입에도 적극성을 기할 필요
- 전 산업, 특히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여건을 정비
-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 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 부처별로 최고정보책임자를 두는 방안 검토

2)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분야 발굴
디지털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주요 내용은 각국별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국가마다 그 출발점이나
강조점은 차이를 보임.

- EU는 유럽 산업디지털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산업, 특히 제조업 중심의 디지털 혁신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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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가고 있으며, 이는 EU 국가들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이 취약한 반면, 독일을 비롯한 제조업
강국들이 사실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게 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 일본은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과 관련 로봇
공학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선도분야를 설정할 필요

-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작동하지만, 이로 인해 자칫 정책의 초점이 불분명
할 수 있는바,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필요
-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과 경쟁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 등을 감안하면, 제조업은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됨.
- 사례: 일본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위 가상데이터(virtual data)의 플랫폼화에서는 미
국기업에 뒤처져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건강정보, 주행데이터, 공장설비의 가동데이터 등 비교적
뒤늦게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현실데이터(real data)분야에 정책적 관심

제조업 등 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

- 산업인터넷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① 스마트 센서, CP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이른바 스마트
공장과 밀접히 연관된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②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로봇 등
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분야인 바 분야별 경계를 포괄하는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
- 산업인터넷의 확산과 기업의 참여 촉진: ① 정부는 학계와 업계가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에서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 ② 업계의 산업인터넷 도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 강화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 촉진
- 국제 협력 강화: ① 정부 주도의 민ㆍ관ㆍ학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최근의 산업
인터넷 분야의 국제협력 움직임에 대응 ② 독일, 미국 등이 주도하는 표준화 논의5)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관련 의견 개진 및 동향 파악 ③ 주요국 연구기관 등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선진적인
모델을 국내에 보급ㆍ확산 ④ 개도국들을 대상으로는 제조업 혁신과 관련한 협력과 시장진출을
동시에 모색

5) 최근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별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과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표준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가 국제표준을 선점할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독일, 미국, 일본 간의 공조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Plattform
Industrie) 4.0’과 미국의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은 각각의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인 RAMI
4.0(Reference Architecture Model for Industrie 4.0)와 IIRA(Industrial Internet Reference Architecture)의 공조를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고, 일본도 국제표준화 활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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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적 혁신
디지털 산업혁신은 정부, 기업, 연구자, 그리고 국가간 개방성을 요구

-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토록 하는 것
-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한편, 학제를 넘는 광범위한 전문가집단을 활용할 수 있어
야 함.
- 국경간 데이터 이동자유화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활용한 혁신전략이 필수적

개방적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

- 부처간 개방성 · 협력: 디지털 산업혁신과 관련된 정책 소관부처는 매우 다양한 바 부처간 개방성
과 이를 통한 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부처간 역할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
-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매개자(정부), 그리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주력
- 디지털 혁신의 초석이 되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벤처자본을 활성화할 필요
- R&D 단계부터 민간,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 다양한 산업들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관건
- 혁신의 대외개방성: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집단을 활용하고, 시장
이 작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4)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
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

- 부처별로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하고 일관된 전략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
응,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하는 리더십이 중요

- 과학기술분야 이외에 교육, 노동, 금융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에 총체적으로 준비
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
설립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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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산업혁신을 위한 국제협력과제

1) 미국
앞서 산업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상용화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산업의 디지
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교류

-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
니스 창출

국내 IT 서비스나 디지털 산업 플랫폼 분야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이동 논의에 대응

- 미국 주도의 APEC CBPR에 참여하는 한편, 우리와 다른 개인정보체계를 가진 미국과의 정보이
전모델 구축 고려

미국 신행정부의 디지털 산업혁신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양국간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통
상쟁점에 대응

-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성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ICT 제조업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 통상압력이 심화될 경우 국경간 데이터 이동자유화나 서비스분야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가
능성도 고려할 필요

2) EU와 독일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추진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청각콘텐츠, 게임 등의 분야에서 시장 진입
확대 가능성

- EU의 디지털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프라 개선, 시장접근성 확대전략을 통해 EU
디지털 시장이 완전히 작동할 경우 EU GDP 증가에 대한 기여분은 4,150억 유로(EU GDP의 약
3%)에 달할 것으로 예측6)

6)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2015), Mapping the cost of Non-Europe,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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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발효된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679)｣로
인해 역내 기업의 행정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

- 상기 법률로 인해 역내국별 개인정보 보호법은 상당 부분 조화될 것으로 예상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관련 산업과 이 기술을 활용하는 투자기업들은 시장이 확
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U 시민의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시 해당 기업은 EU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EU의 디지털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EU와의 Privacy Shield를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기반을 마련할 필요

제조업 디지털화 협력

-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 중
- 독일은 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Industrie 4.0을 추진하면서 제조업 디지털화에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
- 독일은 기술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정부 등과의 협력을
이끌고 있는바,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

EU와의 또 다른 협력영역으로 주목할 부분은 R&D 분야

- EU는 역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제간, 기술영역간의 ICT 공동 활용을 통해 개방된 연구여
건을 구축 중
- 2016년 발표된 유럽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는 역내 과학계, 산업계, 공공기관에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인프라, 고속인터넷 연결,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컴퓨터를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에
기초한 공동연구를 촉진
- 이러한 EU의 가상 R&D 네트워크에 참여(연결)하여 R&D 기반을 확대할 필요

3) 일본
일본과 산업인터넷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

-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첨단제조업분야에서의 경쟁자이자 중요한 협력파트너
-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로봇산업 및 인공지능 등 제조업의 ICT 융합을 통한 혁신에 초
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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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표준화 논의에 상호 협력

- 일본 IoT 추진 컨소시엄은 최근 미국의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등과 함께 사물인터넷 규격 표준화를 위한 공동실험 추진에 합의한 바 있으며, 독일과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
- 한ㆍ일 협력은 양국이 비교적 유사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과 제도
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한ㆍ중ㆍ일 공동시장 창출을 도모하
기 위한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

일본 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한바, 일본과의 협력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
- 양국 공통의 과제인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혁신전략에 대해 일본과
협력을 도모

4) 중국
ICT를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 개발협력

- 사물인터넷과 함께 의료 역시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 중 하나
로서 협력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의․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리시스템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바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 병원,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

통신부가서비스,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 협력가능분야를 발굴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
서 협력을 검토

- 아울러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생산능력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협력분야

중국 각지에서 구축되고 있는 혁신생태계에 참여

-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뿐만 아니라 항저우, 청두, 톈진, 우한 등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IT 대기업과 지방정부가 연계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에 유리
- 중국은 ICT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자금이 풍부하며 해외 우수 IT 인력의 진출을 환영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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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2011~14년간의 평균 GDP 성장률은 2.4%(PPP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동기간 평균 성장률은 0.8%에 그치고 있음.
- 회복세가 현저히 느린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동기간 평균
성장률 역시 1% 초반에 그쳐 2%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G7 국가들의 실질 GD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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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7 국가(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구매력 평가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 실질 GDP. 각 국가의 2007년 GDP값을
기준으로(2007년=100) 시계열을 재조정.
자료: Conference Board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면 최근 미국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경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 존재

-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미 재무부 장관이나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노벨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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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등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경제의 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표현
- 특히 로버트 고든(Robert J. Gordon)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공급 측면의 구
조적인 문제(인구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로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

-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미국의 경기변동 및 중장기 성장
여부가 매우 중요
-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서 미국의 향후 경제성장 여부는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또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성장전략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빠른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중요

그림 2.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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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굵고 진한 선은 동기간의 평균성장률을 표시한 것.
자료: 한국은행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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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로 공급 측 요인 분석을 통해 미국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요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우선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경로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외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또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세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공급 측면에서 찾아보고 한국의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실제로 사용된 성장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베이지안 비관측요인 모형(Bayesian unobserved
component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경
제의 구조변화는 2000년대 초부터 발생하였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구조변화를
가속화

미국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베이지안 기법으로 추정된 비관측
요인 모형을 통해 분석

- 계량분석 결과, 미국경제의 구조변화는 IT 버블 이후인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금융위기
는 이러한 미국의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일정 부분 가속화시킨 모습
- 사후적으로 계산된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가능성은 역시 2000년 초와 금융위기 동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임
- 계량모형을 통해 계산된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전 3% 중반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1% 중반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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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경제성장률 구조변화의 사후적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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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경제의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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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계산.

나.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식
을 사용하여 미국경제를 분석, 분석 결과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미국
의 잠재성장률은 2%를 넘기 힘들 것

앞선 분석에서 미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2000년 초반의 IT 버블과
금융위기를 거치며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지게 발생

잠재성장률 변화는 주로 공급 측 요인을 통해 발생, 따라서 공급 측 요인과 미국의 중장기적 성장여부
를 타진할 수 있는 성장회계방식을 채택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분석

공급 측 요인 중에서도 생산성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

-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자본, 노동, 생산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
-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경제성장률 분해 결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산성과 노동공급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자본축적의 경우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
서는 생산성과 노동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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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7 국가들의 2011~14년 평균 성장률 분해: 공급 측면(Suppl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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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콥-더글러스(Cobb-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GDP 성장률을 공급 측 요인으로 분해한 것. 각 요인 성장률의 합이 GDP 성장률과
같으며, TFP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Non-ICT와 ICT는 각각 생산에 사용된 비-정보통신(Informationa&Communication Technology)
과 정보통신 자본, LQuan와 LQual은 각각 총 투입된 노동시간과 교육연수로 측정된 노동의 양과 질을 의미.
자료: Conference Board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성장회계 방식을 통해 시나리오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2060년까지 낙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 잠재성
장률은 3%,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 초반을 보일 것으로 분석됨.

그림 6. GDP 전망(2016~60년)

그림 7. 1인당 GDP 전망(2016~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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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년도의 GDP 및 1인당 GDP를 1로 정규화(normalize).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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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세

- 시나리오의 구분은 생선성 향상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그에 관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표 1.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에 대한 시나리오

(단위: %)

시나리오 1
(2004∼15 추세)

시나리오 2
(1972∼2014 추세)

시나리오 3
(1996∼2004 추세)

0.51

0.70

1.43

TFP 연성장률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http://www.bls.gov/mfp/, 검색일: 2016. 7. 24)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즉 생산성의 뚜렷한 향상 없이 최근의 추세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시나리오 1),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는 1% 초반에 불과
- 반면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달성 등으로 2000년대 초 IT 기술발전 기간과 같이 생산성이 비약적
으로 향상되는 경우 최근 성장률을 넘어선 3% 중반의 잠재성장률 달성 가능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가 더 진행되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잠재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분석

- 인구고령화가 지금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구고령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나리오 결과
대비 잠재성장률이 약 0.17%p 낮은 것으로 분석
- 이는 인구고령화가 멈출 경우(지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경우) 연평균 0.17%p의 잠재성장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 대규모
국가 R&D 투자 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폭 감소가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금융위기 기간 중 미국의 생산성은 여타 선진국 대비 하락폭이 작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회복세를 보임.
반면 여타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의 회복세가 매우 더디게 진행

이러한 생산성 회복속도의 차이는 대규모 국가 R&D 투자가 한 원인으로 작용

-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동안 대규모 국가 R&D 투자를 진행, 기업의 R&D 투자 부족분을 상쇄.
반면 여타 국가의 경우 국가 R&D 투자가 미국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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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선진국들의 총요소생산성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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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7년 총요소생산성을 기준(2007년=100)으로 총요소생산성 변화추이를 계산.
자료: Conference Board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9. G7 국가들의 실질 R&D 투자 추이: 투자주체별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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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5년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R&D 투자금액을 기준(2005년=100)으로 시계열 재조정. 총 R&D 투자(Total funding)는 국가(들)의 총 R&D 투자금액,
민간투자(Private funding)은 민간 R&D 투자를, 정부투자(Government funding)는 정부에서 투자한 총 R&D 투자금액(직접, 간접)을 나타냄.
자료: OECD 자료(검색일: 2016. 3.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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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대규모 국가 R&D 투자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 미래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향상시
켜 현재의 소비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큼.

-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은 R&D 투자에 큰 영향을 받음.
- OECD 국가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잠재 GDP의 하락폭이 큰 국가는 실제 GDP 하락폭도 큰 경향
을 보임.
- 이는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위기 기간에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것이 회복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
- 미국은 R&D에 대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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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OECD 국가들의 금융위기 이후 잠재 GDP 손실과 실제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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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금융위기 이후 잠재 GDP 손실분, 세로축은 2011~14년 평균 GDP 성장률.
자료: 잠재 GDP 손실분은 Ball(2014)에서 제시된 자료(검색일: 2016. 3. 7)를 사용. 2011~14년 평균 GDP 성장률은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이하 DSGE 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 DSGE 분석 결과
위기 기간 동안 추세성장률 하락을 막는 R&D 투자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빠른 회복세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임.

- 일반적인 DSGE 모형과는 달리 R&D 투자를 통한 내생적인 추세성장을 모형에 도입하여 추세성
장의 변화가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
- 위기 기간 동안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 국가에서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제해택 제도를 모형에 도입하고 그 효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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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R&D 투자가 위축되는 경우 추세성장이 하락하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은 위기 이후 회복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위기 기간에도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한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R&D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앞선 계량모형 및 이론모형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금융위기 기간 및 금융
위기 직후 오바바 정권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성장정책을 R&D 투자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

집권 1기(2009~12년)에는 대규모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및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수출확대
및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등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

- 특히 대규모 재정정책 프로그램 중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R&D 투자, 주요 국방 관련 분야
의 R&D 지원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앞선 DSGE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R&D 투자 분석은 이러한 대규모 국가 R&D 투자가 미국
의 빠른 회복세를 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함.
- GM 등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 오바마 1기 경제구조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 경기부양법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 및 세금감면 확대
- 민간투자사업(PPP)으로 이루어지던 인프라 투자를 재정사업 형식으로 전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 자동차 회사의 회생을 위한 긴급자원 지원을 결정하고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개입
- 자동차 시장의 수요 확대를 위해 총 30억 달러 규모의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시행

금융시장 개혁

-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금융감독 시스템 강화
- 도드-프랭크법 제정(2010년 7월) 및 총 909건(2016년 7월 기준)의 후속조치 실시

수출 확대

노동시장 개혁

-

호혜적 무역자유화 정책에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으로 전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FTA, TPP 등을 적극 활용
수출 행정체계 도입(수출진흥내각 신설, 대통령직속 수출위원회 재설치)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수출 지원부서에 대한 예산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정보
제공)

- 경기부양법(ARRA)에 근거한 근로소득보전제도(EITC)1) 확대
-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을 유지하라는 OECD의 권고에도 불구 6.5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2)

자료: 박복영, 김종혁, 고희채, 박경로(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p. 5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보조금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개인에
게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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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2013~16년)에는 본격적으로 국가 R&D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관련 내용으로는 제조업
혁신정책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됨.

- 첨단 제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R&D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성 향상을 견인

표 3. 오바마 2기 경제구조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제조업 혁신 지원정책

인프라 투자

에너지 산업 지원

주요 내용
-

첫 번째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2012년 8월)
첨단 제조업 육성이 미국정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재확인(2013년 연두교서)
제조업 혁신 연구소의 수를 최초 15개에서 45개로 늘릴 것을 제안(2013년 7월)
첨단 제조업을 위한 2016년 예산(22억 달러) 가운데 약 80%(19억 달러)를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를 위한 예산으로 지정

- 2009년 경기부양법안(ARRA)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액공제를 포함
- 정부의 인프라 허가제도 현대화를 위한 ‘21세기 인프라 구축 전략(Building a 21st Century Infrastructure)’
발표(2014년)
- 전국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Accelerating America’s Infrastructure Projects)
발표(2015년 9월)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그리드 현대화 등에 투자(경기부양법에 포함)
천연가스 개발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2012년 연두교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을 발표(2013년 6월)
‘전방위 에너지 전략’을 통해 기술개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2014년 5월)
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에너지생산성 연합(Accelerate Energy Productivity 2030)’
발족(2014년 9월)

- 국가혁신이니셔티브(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를 통해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구축’ 계획
발표(2009년 9월)
- 2012년 3월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발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
-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Accelerating Broadb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발표(2012년 6월)
-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 발표(2016년 9월)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가. 미국 중장기 성장경로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미국의 중장기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2060년까지 평균 2%를 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미국의 중장기 성장 불확실성은 직, 간접적인 경로로 한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

2) OECD(2010),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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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기
위축은 대미 수출감소라는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 존재
- 미국의 수요위축은 글로벌 경제의 둔화를 불러 일으켜 글로벌 무역둔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이에 대응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핵심 제품군 수출 활성화 전략과 일정 부분 성장전략을 수정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 글로벌 경기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한 핵심재화 등의 수출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들(인도 등)을 선제적으로 공략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무역구조로 변화해야 할 필요
- 마지막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글로벌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
킬 필요성도 존재

나. 공급 측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과거 대비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를 공급 측면에서 찾아본 결과 주요 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생산성
하락 및 자본축적 부족, 특히 비-정보통신 자본(non-ICT capital) 축적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 11. 한국의 평균 성장률 분해: 공급 측면(Suppl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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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로축은 %를 나타냄. Lquan은 노동시간으로 측정된 노동투입의 양, Lqual은 교육연수로 측정된 노동의 질, ICT는 정보통신자본, NonICT는 비-정보통신자
본, TFP는 총요소생산성을 의미. 각 요인의 합은 GDP 성장률과 동일.
자료: Conference board 자료(검색일: 2016. 10. 3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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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

- 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첨단제조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필요
-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GM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부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사
례를 한국의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벤치마킹할 필요

자본축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 특히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자본축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된 AI나 IT 기반 산업들은 대규모의 연구
비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
-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보통신 자본(ICT 자본)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한국보다 높은 실정
- 이러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핵심 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할
필요성
-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중복투자나 과잉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

노동의 기여도 제고 정책이 필요

- 전반적으로 한국은 여타 국가들 대비 노동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OECD 상위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기여도가 낮게 나오는 것은 우려할 만한 부분
- 향후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노동시간의 기여율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정책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조속
히 해결할 필요성

다. 국가 R&D 투자정책 관련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경우 R&D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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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ECD 국가들의 2014년 R&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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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oecd.org/innovation/inno/researchanddevelopmentstatisticsrds.htm(검색일: 2016. 10. 31).

반면 높은 R&D 지출비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R&D 투입의 증감률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확
실성을 높여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 이에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

- 한국의 경우 R&D 투자의 변화율과 총요소생산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관계수 역시 0.35 정도로 높게 나타남. 즉 R&D 투자가 생산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정부 R&D 투자 증감률은 미국 대비 변화율이 심해 R&D 투자행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이러한 큰 불확실성은 R&D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낮은 변동성은 일반 연구자들이나 프로젝트 진행자들이 미래에 안정적인 펀드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펀딩의 연속성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미국은 R&D 투자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15년 1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 서명을 통해 기업
들의 R&D 세액공제 법안을 영구화
-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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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국 R&D 지출 변화율과 TF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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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한국과 미국의 R&D 투자변화율 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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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한국 R&D 지출: 통계청,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25.
2) TFP 성장률: Conference board, https://www.conference-board.org/data/economydatabase/.
3) 미국 R&D 지출: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https://www.aaas.org/page/historical-trends-federal-rd
(검색일: 2016. 10. 31).
자료: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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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 찬성파가 승리함.

-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은 지난 1951년 이후 진행되어 온 유럽통합의 방향을 되돌리는 큰 사건으
로서 지금까지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유럽통합운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됨.

브렉시트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

- 단기적으로 볼 때 전 세계 거시금융경제에 큰 충격을 던져줌. 향후 탈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간
헐적으로 나올 부정적인 뉴스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임.
- 향후 영국과 EU, 영국과 전 세계 교역 및 투자관계가 변함에 따라 무역특혜관계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경제에도 브렉시트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특히 한ㆍEU FTA 5주년 며칠 전에 발생한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향후 이 FTA를 개정할 때 새로운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브렉시트의 절차와 성격,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둘째, 경제적 영향
을 파악하며, 셋째, 한국의 대영, 대EU 통상정책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첫째, 이 연구는 EU의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과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브렉시트 탈퇴협상의 방향을 전망,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
는 것이 목적임. 리스본 조약 및 EU 기능조약상 탈퇴협상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럽자유무
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관세동맹, FTA 등 다양한 형태로 EU와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영국ㆍEU
간 새로운 관계 설정에 관해 전망하고자 함.
- 둘째, 브렉시트가 가져올 단기적ㆍ중장기적 거시경제효과와 영향을 각종 경제모형을 통해 예측하
고자 함.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을 파급정도 및 영국과 EU가 맺는 특혜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양
하게 구분하여 경제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주로 외환 및 금융시장에 영
향을 미칠 것이고, 중장기적 경제적 영향은 탈퇴협상의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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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한ㆍEU 통상관계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 산업, 제조업, 금융/자본시장 등 각 개별 산업별로
파악하고, 기존의 한ㆍEU FTA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탈퇴협상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핵심적인 사항
은 일정상 불확실성과 4대 이동자유와 관련한 의제적 불확실성임.

일정상 불확실성에는 탈퇴협상 이전 의회의 승인여부 이외에도 2년 협상기한의 연장 여부, 협상종료
후 협정문에서 가중다수결/만장일치로 처리해야 할 부분의 혼재, 유럽의회의 영국인 의원들의 투표권
문제 등이 있음.

의제적 불확실성은 4대 이동의 자유에서 비롯되는바, 독자적 통상정책과 이민통제권, 동일성 원칙의
유지여부가 단일시장 접근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임.

- 완전단일시장 모형, 부분적 단일시장 모형, 비단일시장 모형의 선택 여부는 패스포팅 권한의 부여,
유럽시민의 자유이동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

나.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중
장기적으로는 영국과 EU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영국과 EU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를 제외한 세계 주요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됨.

1) 단기적 영향
세계경제의 경제성장률을 2017년 0.1~0.4%, 2018년에는 0.1~0.7% 감소시키며, 우리 경제의 경제
성장률에도 2017년 0.1~0.5%, 2018년 0.1~0.8%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됨.

- 브렉시트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2017~18년 사이에 5%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업률
도 약간 올릴 것으로 예상됨.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보다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는 최대 0.5%p 감소하는 데 반해, 투자와 수출은 각각
0.1~1.0%p, 0.1~1.3%p 감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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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기적 영향-시나리오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p)

나. 한국

가. 세계
2017

2018

2017

0.0

2018

0.0
-0.1

-0.1

-0.2

-0.2

-0.2
-0.4

-0.1

-0.1

-0.4

-0.3

-0.4
-0.5

-0.6

-0.7

-0.8

-0.5

-0.6

-1.0

-0.5

-0.8

-0.8

-1.0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주: 기준(baseline) 대비 감소폭.
자료: 저자 작성.

2) 중장기적 영향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됨.

한ㆍ영 FTA가 추가로 체결되는 경우

-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는데, 각각의 경우 우리 경제에
0.088%와 0.043%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어,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가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큼.
- 영국과 EU 경제에는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는 각각 -1.56%,
-0.18%,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 각각 -0.949%, -0.133%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영국과 EU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표 1. 브렉시트의 경제성장 효과(한·EU FTA, 한·영 FTA 유효)
하드 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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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소프트 브렉시트

한국

0.088

0.043

중국

0.056

0.024

일본

0.046

0.022

EU

-0.180

-0.133

영국

-1.560

-0.949

미국

0.0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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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영 FTA가 없는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한ㆍ영 FTA를 체결할 경우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 0.038%p,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 0.037%p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ㆍ영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영국과 EU 간 탈퇴협상의 최종형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
로 파악됨. 영국은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임. 하드 브렉시
트의 경우 0.018%p,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 0.017%p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음. EU는 반대로
어느 경우에서든지 한ㆍ영 FTA가 없는 경우 0.002%p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음.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한ㆍ영 FTA의 체결은 브렉시트로 인한 이득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함.

표 2. 브렉시트의 경제성장 효과(한ㆍ영 FTA 없는 경우)

(단위: %)

하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

한국

0.050

0.006

중국

0.058

0.026

일본

0.048

0.024

EU

-0.178

-0.131

영국

-1.578

-0.966

미국

0.027

0.016

다.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역도 존재함.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함수의 탄력성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면, 1차
금속, 자동차, 화학에서 타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브렉시트로 인한 GDP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해 보았는데, 우리의 대EU 수출에서
1차 금속과 화학 산업이 EU의 GDP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대영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산업이 GDP 변화
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고, 섬유 및 가죽 산업이 GDP 충격에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하여 EU나 영국의 GDP가 감소하면 일차적으로 1차 금속과 화학 산업, 자
동차 산업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 거시경제 변화분석 시 사용한 시나리오별로 추계해 보아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 대EU
수출에서는 1차 금속과 화학, 섬유가죽이, 대영 수출에서는 자동차, 화학, 1차 금속이 영향을 받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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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 우
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 기타수송기기와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
석됨. 특히 자동차와 섬유직물의 경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 의복
과 전자, 화학, 기타제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음. 반면 기타수송기기,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비철금속에서 생산이 감소함.
- 한ㆍ영 FTA가 없는 경우에는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 산업에 따른 증감이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만,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투자유치에 중장기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아웃바운드(outbound)를 보면,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국내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패스포트 제도의 유지 여부
인데, 영국에 진출한 국내은행들의 경우 상당수는 대륙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있고, 없는 은행들
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영국에 집중되어 있어 당장은 패스포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임.
-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음.
국내 금융회사의 사업 현황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다만 장
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국내 금융회사가 유럽 지역의 해외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해외사업 전략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인바운드(inbound)에서도 당장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점차 일정한 영향은 배제할 수 없음.
한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럽 투자자들의 투자여력과 한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임. 즉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주요 변화는 규제적
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임.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경제성장
률 둔화 수준과 이에 따른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여력 및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임.

라. 브렉시트 이후 한ㆍ영, 한ㆍEU 간 통상 관계는 한ㆍEU FTA의 개정, 영국과 EU
관계, 탈퇴 협정의 내용, 영국과 EU의 국내 정치상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

254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ㆍEU FTA 발효 5년이 지나 새로운 단계로 격상된 양국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 FTA에 의해 양국에
부여하던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함. 그러므로 한국과 영국이 양자 통상 협정을 유
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양국 통상 관계를 구상해야 할 것임.

-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ㆍEU FTA는 영국에 대해 종료되므로 한국과 영국은 양국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 규범을 되도록 신속하게 논의해야 함. 한국과 EU는 한ㆍEU FTA에서 영국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협정 개정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협정의 효력이 계속해서 양측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ㆍ영 관계에서는 우선 새로운 한ㆍ영 FTA의 추진이 검토될 수 있음.

- 한ㆍ영 FTA 체결을 추진할 경우 EU법상 ‘성실한 협력 의무’로 인해 탈퇴 협정 타결 전에 영국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이지만 양국간 무역 특혜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ㆍEU FTA를 개정할 때, 영국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ㆍ영 FTA 발효 시까지 한시적으로 한ㆍEU FTA를 영국에
적용해야 할 것임. 개정 협상에 영국이 EU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협정 종료 이전에도 협상이
가능하고, 협정 종료 전에 협상을 추진하게 하므로 양국의 무역 특혜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에도 좋음.
- 다만 이 경우에도 한ㆍEU FTA가 혼합협정의 성격이 있으므로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잠정 적용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3. 정책 제언
가. FTA 등 개방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이행평가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종합 평
가로 확대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개방적 통상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
아야 할 것임.

개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세계화, 자국중심주의
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국민
들은 지금의 경제적 침체를 개방화와 세계화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브렉시트의
의지가 표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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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경쟁을 제고하여 경제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통상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개방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고 개방이 실제로 국민들
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에 따른 국내 경제의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평가보고서가 모든 개방정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나.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 EU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 업계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단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부정적 영향이 있고, 특히 한국의 대영,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제조업, 특히 1차 금속, 자동차, 화학 등 우리의 핵심 수출상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
에 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특히 제조업 분야는 간접효과가 직접효
과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많이 편입된 품목일수록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함.

다. 분석결과는 영국과 EU 양국간의 관계보다 양국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무역특혜관
계를 재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영국과 EU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유럽 통상전략은 일단
영국과 유럽 대륙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했던 EU를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영 및 대EU 통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대영 통상전략은 영국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경제관계, 즉 대서양 관계(미국-영국), 영연방
(Commonwealth), 영국ㆍ일본, 영국-중국 관계, 그리고 영국ㆍEU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가 있음. 미국, 영연방, 일본, 중국 등 영국과 주요 대외통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EU 국가로서의 영국’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던 범주를
벗어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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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대영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금융자본시장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유럽 대륙에서 영국의 활동은 좀 위축될 수 있으나
여타 지역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함.

- 패스포팅 권한의 상실이 한ㆍ영 및 한ㆍEU 간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바운드 차원에서 영국자본을 더욱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
할 수 있음.

마. 한ㆍEU FTA의 개정작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브렉
시트와 관련해서는 협정문에 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덧붙이
는 형태로 영국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한ㆍEU FTA 협상 당시 영국의 이해가 EU의 그것과 비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국조항의
삭제는 한국과 EU 간 이해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ㆍEU FTA 개정작업이 단순히 브렉시트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효 5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국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의사항을 반영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임.
한ㆍEU FTA 개정 당시에 한영 특혜무역관계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예상하여 한ㆍ영 관계에서 한ㆍEU
FTA 잠정적용 또는 MFN 관계 적용유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바. 한ㆍ영 FTA와 관련하여 영국은 한국과 잠정협정의 형태로 한ㆍEU FTA를 그대
로 유지하면서 향후 이 잠정협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가능
성이 높음.

이 경우 잠정협정 기간 중 상대방의 예상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특히 과거 한ㆍ
EU FTA 협상 당시 영국 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EU 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로 인한 비교우위 분야, 그리고 영국ㆍEU 간 누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 지재권 추가 보호, 투자, 지속가
능발전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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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WTO에 다시 가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MFN 관계조차도 성립되지 않을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함.

사. 한ㆍEU FTA에서 EU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영국에 대해 효력이 유
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위는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집행과 문화협력에 관
한 의정서 조항에 한정되어 사실상 협정 본문의 대부분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영국과의 정책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아. 우리나라는 OECD,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나 G20, ASEM,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메커
니즘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브렉시트와 같은 반세계화적 사건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우호적인
사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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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0월에 발표된 EU의 신통상정책은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에 맞추어 EU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활용의 극대화, 고용 및 성장 간의 연계성, 해외서비
스 시장진출 및 투자확대 등을 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
하고 있음. 또한 신통상정책에서 양자간 FTA는 EU의 신통상정책의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EU는 2006년 신통상정책 발표 이후 차세대 FTA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나라와 FTA를 타결하여
2011년 7월부터 발효하고 있으며, 그 외 싱가포르와 FTA를 서명하였고, 캐나다 및 베트남과
FTA 협상을 타결,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ANDEAN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개
도국을 대상으로도 과거 176개 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개혁하여, 2014년 1월부터 적용대상 국가를 92개국으로 축소하고 제외된 국가 중
일부와는 FTA 또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형식으로 특혜무역관계를 전환할 예
정인바, FTA의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EU의 신통상정책은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국내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등을 세부정책내용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과 유사한 측면이 많음.

- 따라서 EU의 신통상정책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EU 통상정책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삼고자 함.

이 연구의 목적은 EU의 신통상정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상정책의 목표가 새롭게 중요성을
부여받은 양자간 FTA 전략에서 어떻게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 신통상정책이 EU 규범의 확산과 보편성 획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통상정책
이 역내 경제의 고용창출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통상정책이
최근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가치사슬의 문제를 고려하여, 역내 가치사슬 확산과 역외 글로벌 가치
사슬의 연계성 증대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함.
- 신통상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떠오른 양자간 FTA 전략이 과연 이러한 신통상정책의 목표를 얼
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면서 발전되어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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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U는 역내에서 규제의 상호인정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역외에서 규범·
표준을 선점한 후 대외 통상정책을 통해 상대국에 수용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바, EU의
FTA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임.

- EU는 과거 역내통합과정에서 역내 회원국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규제의 상호인정과 조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최근 EU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FTA를 추구하는
것은 글로벌 통상규범, 기준 및 표준 설립에서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확산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 유럽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FTA 협상 시 전략적, 규범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재권, 노동기준 준수,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FTA 연구와 차별화하여 EU가 FTA를 통해 추구해
온 규범제정(rule-making) 전략을 연구하고자 함. EU는 국제규범의 제정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EU가 주도한 국제규범을 WTO나 양자간 FTA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둘째, FTA 전략에서 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체계가 어떻게 만들
어져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개별 FTA에서 역내 고용창출에 관해 어떠한 고려를 해왔는지
점검해 볼 것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장기적 저성장, 이에 따른 국내 고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EU가 통상정책의 목표를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고용에 맞추게 되었기 때문에 FTA 전략에서
도 이러한 고려사항이 대폭적으로 정비되고 강화되었음. 그런데 FTA 전략이 국내 고용창출과 연
계되기 위해서는 FTA 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며 협상의 결과가 과연 역내
고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체제가 수립되어 있어야 함.

셋째, EU를 둘러싼 가치사슬이 EU 역내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FTA 전략에서 역내외 가치사슬이 어떻
게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임.

- 통상정책의 주안점이 점차 전통적인 시장접근에서 기업의 GVC 확대와 해외서비스 시장 진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FTA 전략도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것임. 점차 확대되는 GVC 체제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기술, 고가치 산업에 대하여 관련 국
가간 특화와 가치배분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

이 연구를 통해서 EU의 신통상정책을 이해하고 한ㆍEU FTA 개정 등 양국간 통상관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으며, 선진국의 규제규범의 전개방향을 이해하고 대외개방정책이 국내 고용시장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EU의 신통상정책에서 FTA 전략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파악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ㆍ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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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정이나 브렉시트 이후 우리나라의 대유럽 특혜무역관계의 재설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임.
- TPP, TTIP, RCEP 등 메가 FTA 시대를 맞아 선진국 규제의 선제적인 수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
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규범의 전개방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함.
- 이 연구는 대외개방정책이 고용시장에 주는 영향과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책의 필요성을 파악하
고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성과 및 영향을 파악하는 엄밀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연구는 EU의 FTA 전략 및 추진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3~5년 후 EU의 FTA 네트워크를
미리 예상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전략 및 포괄적 FTA 운영전략에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EU 규범의 확산과 관련하여, EU는 최근 양자간 FTA에서 EU 규범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메가 FTA에서는 EU 규제의 글로벌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
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음.

-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 본 경험을 축적해 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 왔음. EU의 규제 수렴과정
을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
집한 전통적인 규제 수렴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
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 수렴전략을 도입한 바 있음. 1989
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음.
-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
였음.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음.

TTIP 등 대규모 FTA에서도 규제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라 성과가
크지 않으며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메가 FTA에서 규제
의 글로벌화는 아직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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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는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 네 단계의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이를 수행해나가고 있음.

네 단계 평가체계로는, 사전에 수행하는 영향평가, 협상 중에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협상결과
에 대한 경제 영향평가, 그리고 발효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시행하는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구분됨.

- 영향평가가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에 지속가
능성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음.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
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음.

그림 1. FTA 협상 단계별 이행평가 절차

준비단계

협상단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Sustainable Impact
Assessment)

사후 이행평가

협상결과에 대한

(EX post Evaluation)

경제 영향평가

발효

서명-타결

EU진행의위원회 차원의
진행

통상총국
차원의 진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Handbook for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2nd edition, p. 7.

-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여기에
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
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통상 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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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로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음.

-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
-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효과를, EUㆍ일본 FTA
에서는 비록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대EU 투자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TTIP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
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함.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짐.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남.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인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
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됨.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시킨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임.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함. 글로벌 무역에 적용
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 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
종재뿐만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함.

-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함. 전자상거래, 금융
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함.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
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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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가. EU의 규제 조화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우리에게 없는 규제의 경우 그 규제가 글로벌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WTO 등 여타 국제기구를 통해서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4차 산업분야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 플랫폼 확산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의 플랫폼을 적극적
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

TTIP 등 메가 FTA에서 규제조화를 잘 모니터링하여 규제조화 또는 상호인정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
여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상의 대상으로 남겨둘 수
있음.

- 규제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FTA를 향후 양국간
규제조화의 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우리나라의 FTA 평가 시스템은 내용을 더욱 확대하고 필수적인 새로운 단계를 도
입하여 보다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음.

EU FTA 평가체계의 특징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것임.

-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 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음.
대외개방이 더 이상 경제적인 이슈만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
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본다면 EU의 평가체계는 진일보한 것이며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
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음.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65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
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
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GVC가 잘 구축된 나라를 FTA 대상국으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1) GVC 전방참여율 확대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 시장접근성 강화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포괄적
FTA 체결은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
게 추진해야 함.

3) 지재권 적극 보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서비스 포함)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 필요

-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
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함.

4)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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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진국 GVC 활용방안 심층 연구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
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라. 동아시아 역내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
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
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
해나갈 수 있을 것임.
-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 강
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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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

-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추세, 트럼프(Trump) 신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대두,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아시아 주요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부터
정체되거나 혹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경기침체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신경제발전전
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음.

-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내재하
고 있으며, 내륙국 혹은 이중내륙국(Double landlocked country)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교통
및 물류망의 한계, 시장경제 미성숙으로 인한 교역 및 투자의 제약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러시아 경제와의 높은 연동성 등이 경제성장의 공통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신경제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이자,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
하는 것임.

본고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신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핵심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함.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을 주도면밀하게 고
찰하면서 각 국가별 경제적 토대와 특성을 도출함.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내용과 특성을 검토함.
- 수교 이후 24년 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
으로써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간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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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는 에너지 관련 산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에너지 부문은 카자흐스탄 GDP의 24%, 재정수입의 50%,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70% 등 경
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카자흐스탄은 무역구조에서 전형적인 자원수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71.6%로 매우 높은 수준임.

카자흐스탄의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물류 및 ICT 인프라 기반에 있음.

- 카자흐스탄은 산업발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티타늄, 마그네슘,
레늄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원 수입국과 비교하여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경우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물류 및 ICT 인프라가 일정 수준으로 구축되
어 있으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큰 편이기에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는 높은 농업 비중과 상대적인 제조업 발전에 주요한 특징을 두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2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
가들 중에서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비교적 발전한 편에 속함.
-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구조는 원자재 수출국가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에너
지(25.9%), 식료품(10.2%), 면화(5.7%) 등임.
우즈베키스탄의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에 있음.

- 천연자원(금, 고령토, 면화, 레늄, 천연가스 등)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국가의 전략자산임.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2015년 기준 인구 2,990만 명)이자, 가장 많은 경제
활동인구(2015년 기준 66.8%)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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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는 에너지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전체 산업생산에서 에너지 부문이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기에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전형적인 자원수출국(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수출 비중 91.4%, 면화의 수출 비
중 5.2%)의 무역구조를 보유함.

투르크메니스탄의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천연자원에 있음.

- 천연자원(천연가스, 요오드, 브로마인 등)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략적 국가자산이자, 산업발전의
유용한 토대임.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비교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별 경제 현황과 주요 특징, 선결과제와 발전 잠재력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제기
구들이 개발한 다양한 지수들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함(표 1 참고).

표 1.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비교
카자흐스탄
경제현황

 저유가 지속에 따른 경기악화
 경기침체기 진입 우려

경제특징







풍부한 천연자원

에너지 산업 중심 경제구조

금융, 물류, ICT 인프라 기초 구축 
개방경제



풍부한 천연자원
풍부한 노동인력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
금융, 물류, ICT 인프라 미발전
경제에 대한 강한 정부 통제
폐쇄경제

해결과제

 제조업 육성 및 산업다각화
 금융부문 발전

 1차 산업 의존도 축소
 제조업 확대 발전
 금융 인프라, 물류 인프라, ICT
인프라 개선
 정부부문 축소 및 민간부문 활성화

잠재력

 풍부한 천연자원
 물류 인프라 및 ICT 인프라
 개방경제 정책

 풍부한 천연자원
 풍부한 노동력

투르크메니스탄







풍부한 천연자원
에너지 산업 중심 경제구조
금융, 물류, ICT 인프라 미발전
경제에 대한 강한 정부 통제
폐쇄경제

 인적자원 투자
 금융 인프라, 물류 인프라, ICT
인프라 개선
 경제협력 대상국 다양화
 정부부문 축소 및 민간부문 활성화
 풍부한 천연자원

인간개발지수

높은 인간개발지수

중간 인간개발지수

중간 인간개발지수

경제자유도

중간수준 경제자유도

통제된 경제자유도

통제된 경제자유도

시장경제

시장경제에 근접

관리경제에 근접

관리경제에 근접

기업환경

양호한 수준

하위수준

-

물류환경

중간수준

하위수준

하위수준

부패인식지수

하위수준

최하위수준

최하위수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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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
최근 카자흐스탄은 과거 수출확대와 외자유치에 기반한 성장 중심 전략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이는 일차산품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주도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산업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
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임.

카자흐스탄 정부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질적 성장 병행전략을 추진하
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기본 틀은 ‘국가전략 2050’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임.

-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은 ‘산업혁신발전 2015~2019’, ‘누를리 졸’, ‘100대
국정과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음(그림 1 참고).

그림 1.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전략 2050(‘12년)
세계 30위권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주요
정책
산업혁신발전
2015~2019(‘14년)

누를리 졸(‘14년):
인프라 개발

100대 국정과제(‘15년)
中 ‘산업화 및 경제성장’

⇩

산업다각화ㆍ혁신

목표
및
과제

- 제조업 경쟁력 강화: 6개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야금(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발전 등
- 농업 현대화: 친환경 농업 육성,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발전 등
-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발전 등
- 혁신산업 발전: 4대 혁신 중점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연구] 육성, 아스타나 금융허브 구축,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민간부문 강화

-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기술ㆍ경영 역량 제고 지원
- 민관협력(PPP) 활성화 및 민영화 추진

투자환경 개선

- 통관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등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개발

- 교통ㆍ물류 인프라 개발: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ㆍ물류 거점 조성 등
- 산업ㆍ에너지 인프라 개발: 건축자재, 산업단지 및 관광 인프라, 전력 인프라 등
- 사회서비스 인프라 개발: 보건ㆍ의료, 교육 인프라 등
-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노하우 확보
- 전문기술자 양성 및 연구개발(R&D) 인력 역량 강화 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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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존의 수입대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비교우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구조 및 산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음.

-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대체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는 한편,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 전략(기존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ㆍ효율성 극
대화 및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2015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내각의 단ㆍ장기 액션플랜’을 발표했으며, 이
공식 문건에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틀이 제시되어 있음.

-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은 ‘구조개혁ㆍ현대화ㆍ생산다각화 방안 프로그램
2015~2019’, ‘현지화ㆍ완제품ㆍ부품ㆍ자재 생산 프로그램 2015~2019’, ‘농업발전 프로그램
2015~2019’, ‘산업인프라 현대화 프로그램 2015~2019’, ‘에너지 절감ㆍ절전기술ㆍ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2015~2019’ 등에 세부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
음(그림 2 참고).

그림 2.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카리모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우선방향 및 내각의 단ㆍ장기 액션플랜(‘15년)

주요
정책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다각화, 현지화 추진
-민간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정부개입 축소 및 민영화 추진 등

구조개혁, 현대화 및
생산다각화
2015~2019(‘15년)

현지화, 완제품ㆍ부품ㆍ자재
생산 프로그램
2015~2019(‘15년)

농업발전; 산업인프라 현대화;
에너지 절감, 절전기술ㆍ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2015~2019(‘15년) 외

⇩

산업다각화ㆍ현지화

목표
및
과제

민간부문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개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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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의 현대화ㆍ다각화: 10개 우선 육성부문[전력, 석유ㆍ가스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물] 발전 등
- 현지화: 7개 유망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 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발전 등
- 농업 발전: 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 및 통합유통망 구축 등
-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
- 교통 인프라 개발: 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 산업ㆍ에너지 인프라 개발: 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 전문인력 고용 확대와 교육수준 제고
- 글로벌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추진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과거 천연가스 수출주도의 불균형 성장에 따른 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
를 탈피하고자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는 일차산품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주도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산업다각화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정책 변화는 큰 틀에서‘국가전략 2030’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은 ‘국가전략 2030’과 ‘국내 산업발전 촉진 프로그램’
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음(그림 3 참고).

그림 3.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장기 사회ㆍ경제 발전전략 2011~2030(‘10년)

주요
정책

-

경제구조 개혁, 다각화 실현
민간부문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교통, 정보ㆍ통신, 사회 인프라 구축

수입대체상품 생산 프로그램(‘15년)

수출상품 확대 프로그램(‘15년)

⇩

산업다각화

목표
및
과제

민간부문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개발

- 생산의 현대화ㆍ다각화: 석유ㆍ가스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
- 현지화: 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 수출촉진: 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 현지화 분야[건축자재, 가전, 식료품 등] 국내기업 육성
- 국내 가공산업 혁신을 위한 외국인 투자 확대
- 교통, 정보ㆍ통신, 관광 인프라 개발: 북-남, 동-서 교통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 산업 인프라: 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 생산설비 건설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사례 활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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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추진 현황

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역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본격화된 원자재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카자흐
스탄의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급속히 확대되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양국 교역량은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10년에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 역대 최고치인 14억 6,773만 달러를 기록함.
- 양국 교역의 절대적 규모는 카자흐스탄보다 GDP 규모가 작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임.
-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교역이 카자흐스탄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카
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22.7%), 중국(20.5%), 프랑스(6.2%), 독일(6.1%), 이탈리아
(4.6%) 등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2015년 기준 6,969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금액은 2005년 이래
최저 수준임.

- 이는 저유가 및 저성장 등과 같은 대외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직접투자의 93.1%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투자업종을 살펴보면, 2010~15년 투자총액 기준으로 제조업(38.9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3.97%), 광업(8.71%), 건설업(7.73%) 등임.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는 약 9,700만 달러로 한국은 카자흐스탄
의 10위 원조 공여국가였음.

- 카자흐스탄 원조공여국 순위는 터키(4,054만 달러), 미국(3,054만 달러), 독일(1,447만 달러), 프랑
스(482만 달러), 일본(318만 달러) 등이며, ODA는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OD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와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유
상원조로 구성됨.
- KOICA의 최근 5년간(2010~14년) 분야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공공행정 부문(30.26%), 교육
(24.46%), 보건(20.96%)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재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유상원조는 통신
망현대화사업(사업규모: 162억 6,900만 원) 단 하나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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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가장 많은 규모의 교역을 진행해왔음.

- 2014년 양국 교역량은 20억 6천만 달러(수출 20억 3,246만 달러, 수입 2,736만 달러)를 기록했는
데, 이는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확대된 규모임.
- 비록 2015년에는 저유가와 러시아 경기침체의 여파로 교역량이 전년대비 36.9%나 감소했지만,
이는 여전히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전체 교역량의 50%를 초과하는 수치임.
- 2015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대상국은 중국(19.6%), 러시아(16.3%), 카자흐스탄
(12.0%), 스위스(9.6%), 한국(8.3%) 등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규모는 2014년 기준 1,161만 달러이며, 이는 같은 해 한국의 전 세계
투자액(약 273억 달러)의 0.04%에 불과함.

-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은 수교 이후 1993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소연방
붕괴 직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인구, GDP, 제조업 기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월등한 수준이
었기에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한국기업의 관심이 중앙아시아 최대 자원 보유국
이자 당시 대규모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으로 전환되면서 투자가 크게 감소했음.
-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전체 금액의 63.2%인 4억 641만 달러가 제조업에 집중되었으
며, 201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된 66개의 한국기업들은 제조업(자동차ㆍ자
동차부품, 섬유ㆍ피혁 등 26개), 운수업(물류운송 등 11개), 건설ㆍ공사업(건축, 토목, 플랜트 등
8개), 도ㆍ소매업(무역, 전기ㆍ전자제품 등 8개)에 종사함.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원조규모는 1,728만 달러(유상원조 220만 달러, 무상원조
1,508만 달러)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네 번째 주요 원조 공여국가임.

- 우즈베키스탄 원조공여국 순위는 2014년 기준 일본(6,103만 달러), 독일(2,508만 달러), 미국
(2,332만 달러), 한국(1,728만 달러), 터키(433만 달러) 등임.
- 일본과 독일, 각종 국제기구의 적극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유입되는 공적개발원조의 80.5%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집중(2013~14년 평균 기준)되어 있으나, 한국은 독자적인 우즈베
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라 선정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
정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개발을 지원해왔음.
- 2014년 총 지출액 기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ODA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81.2%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중동ㆍCIS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한국이 선정한 유일한 ‘중
점협력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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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ㆍ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규모는 경제협력 추진체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직후인 2010년 기준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현재까지 2억 달러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양국 교역량은 약 1억 8천만 달러(수출 1억 8,216만 달러, 수입 3만 달러)를 기록했
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약 80배 이상 확대된 규모임.
- 2015년 기준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14위 교역대상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114위 교
역대상국임.
- 2015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총 교역량은 184억 3,300만 달러였으며, 중국이 43.5%로 교역대
상국 1위, 그 뒤를 이어 터키(13.8%), 아랍에미리트(6.0%), 러시아(5.8%), 이란(3.3%) 등 주요 가
스 수입국들이 핵심 교역대상국임.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투자규모는 경제적 성장 잠재력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한국기업의 직접투자액이 가장 저조한 국가 중 하나
로, 2015년 누계 기준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직접투자는 45만 달러에 불과함.
-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직접투자의 91.6%인 41만 2천 달러가 건설업에 집중되었으며, 현지 진
출기업은 대기업에 국한된 실정임.
- 반면 터키는 사회문화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공공시설(학교, 병원, 박물관, 극장 등), 고급아파트, 공
장 등 투르크메니스탄 현대화 사업의 제1사업 파트너로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협력을 제공해왔음.

2014년 기준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ODA는 약 3만 달러로 투르크메니스탄의 13번째 원조 공여국
가임.

- 투르크메니스탄의 원조공여국 순위는 2014년 기준 터키(1,180만 달러), 미국(894만 달러), 독일
(158만 달러), 영국(60만 달러), 일본(46만 달러) 등임.
- 한국은 공공행정, 기술ㆍ환경ㆍ에너지, 교육을 중심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을 지원해왔음.
-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 7건의 사업에 대해 총 27억 1,370만 원(약 237만 7천 달러)을 무상원조
로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유상원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4) 한ㆍ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추진 현황 비교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와 높은 경제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해왔음.

-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경제가 보유한 잠재력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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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경제협력 현황 비교

핵심특징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 풍부한 에너지ㆍ광물
자원보유, 높은 수준의 경제 및 금융시장
개방도, 투자 및 진출용이, 물류부문
높은 잠재력 보유
(한국) 선진기술ㆍ자본 보유

(우즈벡) 풍부한 에너지ㆍ광물자원
보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거점
(한국) 산업현대화ㆍ다각화에 필요한
자본ㆍ기술 보유

(투르크) 4대 천연가스 매장지, 향후 역내
에너지 주도권 강화 예상
(한국) 에너지 산업 고도화 및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ㆍ자본 보유

성 과

교 역

투자협력

» 한국의 대중앙아 교역의 55.4% 차지
» 한국의 대중앙아 교역의 32.4% 차지 » 1990년대 대우그룹의 진출로 교역 » 한국의 대중앙아 교역의 7.8% 차지
» 2000년대 중반 원자재 가격상승 및 활성화
»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높은 경제성장률로 교역량 급증
» 2000년대 중후반 자동차 부품 수출, 이후 교역 활성화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로 교역량 급증
» 한국의 대중앙아 투자의 3.9% 차지
» 이명박 정권 시절 활발한 정상회담
» 한국의 대중앙아 투자의 93.1% 차지
개최를 계기로 수르길 프로젝트
»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고유가로
수주계약 체결
진출 활성화(자원개발, 건설, 금융 등)
» 이후 탈리마잔, 칸딤, GTL 프로젝트
» 현지진출 목적의 투자진출 확대
등 잇따른 대규모 플랜트 건설 수주
계약 체결 성공

» 한국의 대중앙아 투자의 0.6% 차지
»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투자 확대
» 2010년 칼키니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투르크멘바쉬, 키얀리, GTL 프로젝트 등
대규모 수주 성공
»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

» 일본, 미국, 독일에 이은 네 번째
공여국, 한국의 대중앙아 ODA의
» 한국의 대중앙아 ODA의 0.7% 차지 82.1% 차지
공적개발원조
» 상위중소득국으로 분류된 이래 ODA » 중앙아 유일의 중점협력국가,
» 한국의 대중앙아 ODA의 0.2% 차지
(ODA)
축소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라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에 중점 지원
» 모범적인 유ㆍ무상원조 협력 대상국
과 제
» 폐쇄적 사회구조, 강한 국가통제, 높은
» 현지정보 부족으로 투자타당성
부패지수, 낮은 경제자유도
» 외환소득 매각 의무, 환전 소요기간
예측불가
» 비자 취득의 어려움
장기화, 자율 송금 제한
교역 및 투자 » 환율불안정으로 환율 예측 어려움
» 법규 및 금융 시스템 미비, 행정의
» 까다로운 비자발급 절차, 거주지
협력
» 높은 운송비용, 해상운송 부재
불투명성,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 체제
등록제도
애로사항 » 노동자 쿼터, 낮은 생산성, 숙련 노동자
결여
» 불투명한 행정처리, 정부서비스 수급
부족
» KOTRA 무역관 부재로 인한 정보 제공,
지연
» 중소기업 진출 부진
애로사항 해소,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등
지원 부족
공적개발원
조 애로사항

기타
해결과제

-

» 원조기관간 협력, 사업간 연계,
후속관리 시스템 미비
» 복잡한 원조총괄체계 및 행정절차

-

»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 장관급 협의체 부재
» 저유가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프로젝트 자금조달 지연
» 중국, 일본과의 수주경쟁 심화
» 경제협의체 정례화 미비
»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수주경쟁 확대
» 경제발전전략 분석 및 수요에 대한 이해
» 장관급 협의체 부재
» 협의체간 높은 기능 중복, 낮은 행정
부족
예측 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279

3. 정책 제언
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유망분야

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 유망분야
카자흐스탄 신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산업다각화 정책과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 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부문(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
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임.
-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 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
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함.
-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내지는 합작공단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
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 유망분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경제발전전략
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부문에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전자와 관련해서는 10대 우선 육성 산업부문(전력, 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
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 산업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 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
비 및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
지 인프라(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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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보건의료 산업(제약, 의료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 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전략적 활용방안, 중앙아시아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음.

3) 한ㆍ투르크멘 경제협력 유망분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비에너지
산업부문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다각화 및 현
지화,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 현대화(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 촉진 산업(화학, 농
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도 중요함.
-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ㆍ남 및 동ㆍ서 교통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 인프라와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의해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 분야에서 경제
협력 증진방안을 찾는 것도 적절한 선택임.

나.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방안

1) 공공부문의 역할을 전략적 활용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임.
-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우 정상 외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임.
- 그동안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한ㆍ중앙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회의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2)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행동주체 구축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
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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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을 담당할 ‘한ㆍ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창립해야 하며,
이 조직을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ㆍ중앙아
민간기업 대표들을 참석시켜야 함.
-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ㆍ중
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KOICA 및 KOTRA 지부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
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함.

3) 한ㆍ중앙아시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
중앙아시아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한ㆍ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들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임.
- 기금 조성은 각국의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함.

4) 전문 산업인력 양성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경제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달려
있음.

- ‘한ㆍ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 기술 및 산업
인력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인적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함.
-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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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중산층의 부상에 따른
인프라 서비스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재원부족으로 사업 추진
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중남미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2008~13년 평균)는 GDP 대비 3%로 전 세계 평균(3.8%)을 하회함.

-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민간자본을 동원
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남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중 상당 부분이 PPP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중남미에서 PPP 사업은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등 경제 인프라에서 병원, 학교 등
사회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음.
-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PPP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
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서 중남미 PPP 시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이유는 PPP 제도와 사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데다 플랜트 시공 등 턴키 방식의 사업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임.

이처럼 급변하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중동을 대신해
해외건설시장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의 진출 기반을 상실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먼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둠.
- 둘째, 저부가가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중심의 단순도급형 수주에서 탈피, 수주구조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방안 제시에도 중점을 둠.
-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남미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도출
에도 역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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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네 가지 특징

-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함.
∘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임.

-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함.
∘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
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음.
∘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음.

-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음.
∘ 스페인 등 유럽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국영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음.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잠재력과 전망

- 향후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됨.
- 앞으로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임.
-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 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도로, 도시교
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임.

나.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

중남미 PPP 환경의 특징

-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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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
미 국가들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음.
∘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음.

-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 법률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임.

PPP 제도의 특징 비교

-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 네 가지 특징을 도출함.
∘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다. 분야별 인프라 시장의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진출사례 및 분야 선정

-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개 분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함.
∘ 이들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구분
∘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분야이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임.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임.

멕시코: 전력부문 사례

- 멕시코의 경우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함.
-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
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힘.

페루: 지하철 공사 사례

-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함.
-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
한 조건으로 입찰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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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병원부문 사례

-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봄.
-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수주에
성공함.
- 특히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됨.

콜롬비아: 식수 및 위생부문 사례

-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함.
- 먼저 식수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일깨워 주는 좋은 경우임.
∘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커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
달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냄.
∘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커버함.

- 다음으로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
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또한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라.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와의 협력 필요성

-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임.
- 중남미에는 다른 신흥지역에서와 달리 IDB, CAF 등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해 금
융협력 파트너로 협력가치가 높음.
- 중남미 진출기업들도 인프라 개발 시 금융조달 창구로 IDB, 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선호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사업 지원 현황과 활용 가치

-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특히 IDB는 Infrafun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들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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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
조달 창구로서 가치가 높음.
- 특히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데다 비회원국인 우리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됨.

3. 정책 제언
가. 한국의 대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

한국의 대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현황

-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시장으로 급성장함.
- 최근 5년간(2012~16년)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중남미 시장이 치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함.

한국의 대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과제

-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중남미 인프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
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함.

중남미 각국의 PPP 발전 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

-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
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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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
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기업이나 외
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함.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중남
미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함.

중남미 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임.
- 우리 기업들이 IDB, CAF 및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임.
∘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음.
∘ 다음으로 PPP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큼.
∘ 마지막으로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도 가치가 큼.

다.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 채널로 가칭 ‘민관합동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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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 확대

-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함.
-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함.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함.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

-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
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임.
-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
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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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동지역 산유국 경제는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 국가들의 거시경제 및 재정 안정성이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 원유 공급원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주요 국가들의 경우 재정수입이나
수출 면에서 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60% 전후에서 80%대에 이르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 하반기 이후 중동 산유국 경제는 과도한 석유부문 의
존도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중동 산유국은 제조업부문의 수출 비중이 작고 석유부문의 수출 비중이 큰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총수출액은 감소하고 결국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중동 산유국은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이 석유 수출액에서 이전되는데,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출액
이 줄어들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유가 하락으로 석유부문이 위축되면서 유전 탐사, 개발, 생산, 정제 등 다양한 부문의 투자가 줄어
들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도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중동 산유국에서 역내 비산유국으로 이전되는 해외송금과 해외원조가 감소함으로써 중동지역 전
반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중동 산유국을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삼는 국가들의 수출도 악화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
적 저유가시기에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한ㆍ중동 경제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나갈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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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국제원유시장은 1970년대 초반 이후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원유 수급 요인이
중장기적 유가 추세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커졌음.

- 국제유가는 1960년대 말까지 국제석유기업(IOC: International Oil Company)간 조정에 의해 6개
월 또는 12개월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그러나 아랍 산유국이 1973년 10월의 아랍ㆍ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석유 무기화 정책을 취하고,
1979년 2월 이란 이슬람혁명의 여파로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 폭이 커지기 시작함.
- 1980년대 중반부터는 북해 및 멕시코만 유전 개발 확대로 국제원유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현물
시장이 발달하면서 유가 변동에 대한 원유 수급구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됨.
- 반면 국제원유시장에서 OPEC의 공급 비중이 줄고 OPEC 회원국들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
카르텔로서 OPEC의 영향력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00년대부터는 원유 관련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의 비상업적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
정학적 갈등 정도, 원유 재고 수준, 기후적 요인 등이 변화할 때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따라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이 증폭되었음.
- 2010년대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비전통오일의 생산이 크게 늘었고, OPEC 산유국 사이에서도 시
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증산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국제원유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커졌음.

일반적으로 원유 소비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음.

- 유전에서 채굴된 원유는 일정한 정제과정을 거친 이후 발전용이나 수송용 연료, 또는 다양한 석유
화학제품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됨.
-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는 특정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물류, 즉 전반적인 경
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2000년대 초반 세계경제성장률이 상승추세를 나타낼 때 원유 소비도 빠르게 증가했고, 2008~09
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원유소비량 자체가 감소하기도 했음.
- 최근 원유소비 증가율이 1%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도 2011년 이후 세계경제가 저조한 성
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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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비OECD 국가들의 원유소비 증가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세계 원유소비 증가세
둔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인도를 제외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원유소비 증가율은 201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산유국에 속하는 러시아와 브라질은 2015년부터 원유 소비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음.
-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에 따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원유 소비량
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소비 비중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30%를
약간 상회하고 있음.

- 이는 지난 1970년대 두 차례의 유가 폭등 이후 세계 각국이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1970년대 나타난 글로벌 오일쇼크는 가격요인 이외에도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험과 지구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킴.
- 이에 따라 각국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고, 대체에너지원 개발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가 나타난 것임.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비OPEC 산유국의 생산량이 OPEC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
가함.

-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대비 OPEC 회원국의 생산 비중 추이를 보면 44~45%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3년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초에는 42%까지 내려갔고 이후 다시 44%대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음.
-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12년 이후 미국의 생산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미국 원유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한 데에는 비전통 오일, 즉 셰일 오일의 생산이 급증했
기 때문임.
- 그러나 2015년 초부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OPEC 회원국
의 생산 비중은 다시 늘어나게 되었음.
- 이는 전통 오일에 비해 셰일 오일의 생산량 변동 폭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부터
셰일 오일 생산이 전통 오일보다 유가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OPEC 회원국 중 가장 생산량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지속적
으로 늘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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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980년대 수행했던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역할을 포기
했으며, OPEC 산유국이 생산량 통제를 통한 가격 유지 전략보다는 시장점유율 유지 전략을 추구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이와 같은 전략 변화는 1980년대 생산량 감축을 통해 유가 하락을 방어하려고 했던 노력이 실패
했던 데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OPEC 회원국 사이의 감산 할당량 배정이나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치 않다는 점과 미국
을 비롯한 비OPEC 산유국과는 감산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유가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감산은 직접적으로 재정 수입
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산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음.

세계경제가 저성장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제원유시장의 공급과잉구조는 적어도 향후 2~3년간
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근의 유가하락 국면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 하락은 수급 차질보다는 셰일 오일 등 비전통 자원의 공급 확대,
OPEC 산유국의 증산, 글로벌 저성장 국면 지속 등으로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구조가 해소
되지 않고 있는 데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유가 전망도 결국은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구조가 언제 해소될 수 있는가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됨.

나. 중동 산유국의 유가 하락 영향
1) 국내 산업 및 교역 부문
중동지역은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부문에 크게 의존
하는 경제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가 GCC 산유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요 GCC 산유국의 GDP 대비 석유 부문 비중 및
전체 수출 중 석유 수출 비중은 이 국가들이 추진해온 경제다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유가가 배럴당 평균 90달러대를 유지했던 2008년에 비해 60달러대로 하락했던 2009년에는 GCC
4개국 석유 수출ㆍ수입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유가가 재상승한 2012년까지 석유 수출ㆍ수입도 동
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2015년 들어 국제유가가 50달러선으로 하락하면서 GCC 4개국의 석유 수출ㆍ수입이 2014년에
비해 약 46% 감소하는 등 유가의 하락세가 각국의 석유 수출ㆍ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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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GCC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이후 이전의 고유가시기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석유 수출ㆍ수입 및 GDP 대비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하락함.

- 2015년 기준 쿠웨이트는 경제성장률이 1%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
르는 3%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4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사우디아라비
아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4년 대비 16.2%p 하락하며 적자로 전환하였고 UAE와 카타르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도 각각 3.9%, 4.9%로 한 자릿수를 기록함.
- 또한 4개국 모두 수입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수출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대폭
감소됨.

2) 재정부문
저유가의 영향으로 주요 GCC 국가의 정부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각국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수입의 73%를 차지하는 석유부문의 수입이 2015년에 전년대비 23% 하락
한 반면 정부지출은 예산안보다 13% 초과한 2,6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양상
을 보임.
- 2015년 쿠웨이트 정부 수입도 2014년대비 약 43%의 큰 감소를 보임.
- UAE와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비해 2015년 정부수입 감소 정도가 크지 않으나
각각 29%, 19%를 기록해 적지 않은 하락세를 보임.

저유가의 영향으로 줄어든 재정수입은 주요 GCC 국가 정부의 유동성 부족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

- 각국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액, 국부펀드 사용을 늘리면서 그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GCC 국가의 2015년 외환보유액은 UAE를 제외하고 1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외환보유액은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 부분 사용되었으며 통화가치 하락 압력이 높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액 감소가 두드
러짐.
- 전 세계 국부펀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GCC 국부펀드 규모도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임.

저유가와 함께 GCC 산유국의 재정 악화는 GCC 프로젝트 시장신뢰도를 낮추며 시장 둔화를 주도함.

- 2015년 GCC 프로젝트 발주규모는 1,650억 달러로 1,706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4년에 비해 약
56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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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상반기 GCC 프로젝트 발주 규모는 520억 달러에 그쳐 870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5년
상반기에 비해 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GCC 국가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프로젝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계획되었던 프로
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결과가 반영된 것임.
- GCC 프로젝트 발주 감소에 따라 한국기업의 2015년 대GCC 건설 수주규모는 124억 달러를 기록
하며 2014년에 비해 25% 가까이 하락함.

3) 투자 및 금융 부문
GCC 지역 FDI 유입액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8년부터 시
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촉발된 아랍의 봄 등 중동지역 전반에 걸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
실성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지역 내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GCC 국가로의 FDI 유입도 영향을 받고
있음.
- 2008년 약 382억 달러에 달했던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액은 2014년 8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
하였으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더딘 상태를 보이고 있음.
- UAE의 2013년 FDI 유입액은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유입규모가 지역 내 최대 투자 유치국
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섰으며 2014년부터 유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4개국 중 최
대 투자국이 됨.
- 유가하락으로 GCC 국가들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FDI 유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저유가시기가 지속되면서 이전부터 추진해온 경제다각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FDI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전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유가가 하락하고 주요 GCC 국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저유가기조 속 달러 페그제로 자국 통화가치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페그제 유지를 위한 외환보
유액 유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 또한 외환보유액 감소가 계속되고 GCC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되면서 이 국가들의 통화 선물 거래가가 상승함.
- 이는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외환보유액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
유액을 계속해서 소진할 수밖에 없는 GCC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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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GCC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 특성상 재정수입 추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막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음.

다. 유가 하락과 중동 산유국의 대응전략
1) 경제다각화 강화
GCC 국가들은 저유가로 인한 성장둔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강조되었던 경제다각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국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정책의 이행률을 높이고 있음.

-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GCC 국가들은 기존의 경제다각화 정책을 수정 및 개선하여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처별 목표
를 제시한 ‘국가변혁계획’을 6월에 추가 발표함.
- UAE는 ‘아부다비 계획’,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을 수립하며 전략산업 개발 및 공공부문 개혁
에도 힘쓰고 있음.
-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기존 개발계획 중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다각화 정책의 이행률을 높
이고자 함.

GCC 국가들은 경제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자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제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고용창출 및 비석유ㆍ민간 부문 개발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 UAE는 ‘아부다비 비전 2030’과 ‘UAE 비전 2021’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교통, 교육,
헬스, 기술, 물, 우주 등 7개 중점 혁신분야를 선정함.
- 카타르는 2010년 발표된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을 통해 석유화학, GTL(Gas to Liquids), 건설
및 인프라, 관광, 금융 등의 비석유부문 개발을 통해 경제다각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임.
- 쿠웨이트는 ‘쿠웨이트 비전 2035’와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 2015~19’에서 석유화학, 금융, 무
역, 교육 등 비석유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전력, 담수, 항구, 학교,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개발 시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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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확충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보조금 축소, 조세제도 개편, 국채 발행 및 정부 대출 증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추진하여 저유가
기조로 인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함.
- 또한 정부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 이 중에서도 조세 저항은 낮은 반면 효율성이 높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중심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그동안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의 외화자산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국채 및 정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 전략을 변경하고 있음.

GCC 정부들은 재정적자 폭 축소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각종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공기업의 구조
조정과 민영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정부 재원 마련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음.

- 사우디 부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 ‘사우디 비전 2030’에 아람코의 민영화를 통해 2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음.
- 또한 사우디 정부는 2016년 6월 발표된 NTP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전담기구인 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UAE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TAQA는 유가 하락에 따른 기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원유 및 천연가
스 사업부 직원의 22%를 감원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음.
-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QP(Qatar Petroleum)는 2015년 4월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자회사로 두고 있는 QPI(Qatar Petroleum International)를 인수하고 향후 해외투자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검토 및 비에너지부문 투자 제한 등도 진행할 예정임.
- 쿠웨이트 정부는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6년 4월 정부 설
립 이후 최초로 쿠웨이트 증권거래소의 민영화 및 IPO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GCC 국가들은 최소자본금 축소,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폐지 등 투자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
인투자법 및 회사법 개정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기업과 합작투자를 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등록절차 간소화, 최소 자본금
축소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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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는 2015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기업 설립기준을 완화하였음.
- 카타르는 2015년 6월 신규 진출 법인의 최소 자본금 조항 삭제, 유한회사 설립 시 1인 기업 인정,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re) 진출 시 100% 지분 소유 인정 등의 기업환경 개선에 중
점을 둔 회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쿠웨이트는 2014년 12월 외국인투자 전담기구 설립,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100% 지분 인정 등의
긍정적인 내용과 자국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포함된 사업개요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외국인투자법에 포함시킴.

또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 민간 및 외국인의 프로젝트 개발 동참
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투자 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그동안 풍부한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정부재정만으로도 각종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었기 때문
에 PPP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
-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장기화 및 예멘 내전 개입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 경제다각화 추진
확대, 2022 카타르 월드컵과 2020 두바이 엑스포 등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 개발의 필요성 증가로
민간 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영화를 통한 지분 투자와 함께 지하철 및 철도 역사 인근 부동산 개발, 물류
허브 구축, 배후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등의 유인정책을 통해 PP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함.
- 쿠웨이트는 PPP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KAPP(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와 같은 정부 주도의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PPP 관리 및 감독 기구를 설치한
바 있음.

3. 정책 제언
현 시점에서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ㆍ중동 경협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함.

-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수출과 단순도급형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시장에 진출해왔음.
- 그러나 이는 고유가에 기반한 중동 산유국의 구매력과 재정기반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저유가의 경제환경에서는 경협관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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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유가 시기의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한ㆍ중동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산업협력

에너지 협력

투자 협력

제도 협력

ㆍ중소합작기업 지원

ㆍ에너지 안보대화

ㆍ투자 서밋 개최

ㆍ정부간 정보공유

ㆍ현지 생산 및 수출

ㆍ신재생에너지 개발

ㆍ중소기업 전용 펀드

ㆍ제도개혁 지원

ㆍ인적자원 개발

ㆍ에너지 효율화

ㆍ제3국 공동투자

ㆍ공무원 연수프로그램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거시경제 및 산업 정책 변화
경제다각화 강화

재정 확충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ㆍ전략산업 육성ㆍ수출 확대

ㆍ에너지 보조금 축소

ㆍ비즈니스 환경 개선

ㆍ신재생에너지 개발

ㆍ조세제도 개편

ㆍ외국인 투자 관련법 개정

ㆍ중소기업 육성

ㆍ국채 발행

ㆍ민관협력 프로젝트 확대

ㆍ자국민ㆍ여성 고용 확대

ㆍ공기업 구조조정ㆍ민영화

ㆍ국부펀드 투자 다각화

자료: 저자 작성.

가. 산업협력부문
현지 제도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현지 기업과 선진기술 및 경험을 갖고 있는 국내기업 간의
공동투자를 통해 중소 합작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현지에서는 민간부문의 대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정책적으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양국간 산업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협력업종으로는 단순가공형 제조업보다는 의료기기,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IT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형 중소 제조업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신도시 건설, 전문 병원 설립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
한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합작기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주변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함.

- 경제다각화를 위해서는 수출이 가능한 제조업부문의 확대가 필요함.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중동
산유국의 작은 내수시장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해외경쟁을 통해 노동 규율과 생산
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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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내에 기술력 있는 의료기기 또는 IT 업체들이 현지 중소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수출을
염두에 둔 현지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이 필수적임.

- 양국 공동의 투자를 통해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전문 직종별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중동지역 해외건설 프로젝트 및 역내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체계
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동국가들에 고유한 경제 및 산업 구조, 정치, 사회,
문화 등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나. 에너지협력부문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간에 에너지 안보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자와 공급자로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에너지정책의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예측가능한 수요량 및 공급량 확보와 가격
안정화임.
- 가격과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국제원유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중장기 에너지 수요계획
과 공급계획을 공유하여 급박한 수급상의 애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호 공동투자를 통해 원유 저장소를 확충한다면 수급의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물량
과 가격 면에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에너지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내용을 석유 및 가스 수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협력범위를
확대해야 함.

- 중동 산유국은 석유 및 가스를 통한 전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태양광 패널 제조 및 시스템 구축 등에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사업은 송배전망 효율화,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경쟁력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이와 같이 에너지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 일방적인 에너지 수입의 입장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출
차원으로 접근하여 에너지협력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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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협력부문
투자협력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므로
투자서밋(investment summit)이나 투자포럼 등의 개최를 활성화해야 함.

- 이러한 기회를 통해 투자자들이 양국의 정치 및 경제 동향, 산업정책, 법률, 제도, 규정 등을 이해
하고 프로젝트 발주 정보 등을 미리 취득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해외투자 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펀드 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하
고, 초기 진출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현지 사무소 운영 및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투자지역으로는 GCC 산유국 이외에 중동지역의 비산유국이나 아프리카지역국가들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국가들에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DB(Islamic Development Bank) 등과 같
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연계되어 있는 전력, 담수화 시설,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이 있음.
- 또한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는 전쟁과 내전, 테러 등으로 각종 인프라와 산업시설, 의료시설
등이 파괴되어 경제재건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음.
- 이러한 사업에 대해 한ㆍGCC 공동으로 투자협력을 통해 진출한다면 투자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
- GCC 국가들에는 대규모 국부펀드 이외에도 쿠웨이트의 아랍경제개발펀드(KFAED: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등과 같이 국내외 투자개발사업에 맞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라. 제도협력부문
양국간 정상회담, 고위관료급 회담, 실무진 회담 등 협력채널을 다변화하고, 양국 부처간 협의 및 조정,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야 함.

양국 정부간 협의채널을 통해 주요 법률 및 제도 변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상대국에 전달하고,
국내기업이 해당 정보를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중동 국가들은 각기 상이한 정치 및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투자, 조세, 통관, 노사관계,
분쟁처리절차 등 부문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됨.
- 따라서 국내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경우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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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기업이 대중동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되기도 함.
-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중동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세제도 개혁,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법 및 민관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책을 조정해주는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간 차원에서도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의 경제 및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동지역 공무원에게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실행에 필요했던 행정경험을 전수하고 중동의 경제다
각화 정책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류를 예로 들 수 있음.
- 이는 다시 중동의 경제다각화 정책에 필요한 국내기업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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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상적으로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
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함.

- 도시화는 산업화와 함께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그러나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이러한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음.

-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의 급팽창
이 지속되고 있어 ‘빈곤의 도시화’,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임.

-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음.
-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공업화 또는 산업화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빈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도시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 개발협력(ODA)과 새로운 시장개척이라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 걸쳐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과 협력수요 등을 심
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별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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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도시의 양적 성장을 나타내는 도시인구 비중을 보면 아프리카는 현재 40%로 다른
지역(중남미 79.5%, 아시아 47.5%, 유럽 73.4%, 북미 81.5%)에 비해 낮지만 최
근 들어 아시아지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보이고 있음.

아프리카의 도시인구는 높은 출산율과 농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함께 맞물리면서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데, 도시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50%, 2050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아프리카에서의 도시화는 농촌인구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데, 이러한 특징은 다른 지역의 도시화
와 크게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아프리카에서는 도시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농촌인구도 계속해서 증가).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의 인구통계
자료(아프리카 20개국 기준)에 따르면 50만 명 이하의 중견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도시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증가속도는 높은 경제성장과 출생률 증가 등이 결부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인구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세계 지역별 도시인구 증가율 전망(2012~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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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아프리카(사하라이남)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8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됨.

-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 탄생도 예상되는데, 카이로(이집트)와 킨샤사(콩고)는 나이지리
아의 상업도시인 라고스와 함께 거대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됨.
- 콩고의 수도인 킨샤사 인구는 1,600만 명으로 늘어나 카이로와 라고스를 누르고 아프리카 최대
인구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아프리카 주요 도시의 인구 전망

(단위: 백만 명)

도시명

2010년

2025년

도시명

2010년

2025년

킨샤사
(콩고)

9.1

16.1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

3.4

6.2

루안다
(앙골라)

4.8

8.7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2.8

4.2

마푸토
(모잠비크)

1.6

2.6

다카르
(세네갈)

2.9

4.3

아비장
(코트디부아르)

4.1

6.3

카이로
(이집트)

12.5

15.6

나이로비
(케냐)

3.3

5.7

라고스
(나이지리아)

10.6

15.8

자료: ???
나.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아시아지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지만, 산업화는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어 ‘산업화 없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 경우에는 반대로 탈공업
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프리카의 도시화 속도는 국민소득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아시
아지역은 1인당 GDP가 5,300달러, 중남미는 2,300달러, 그리고 중동·북아프리카는 3,700달러인
시점에서 도시인구 비중이 절반에 달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1,000달러 미만인 시점에서 도시인구 비중
이 40%(2012년)을 넘어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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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무분별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협하고 있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유엔(UN/HABITAT)의 도시발전지표(CPI: City Prosperity
Index)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60개 도시 중 아프리카 10개 도시들이 50~6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그
룹으로 평가됨.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도시 변두리를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 중 슬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중이 70%를 넘고 있음.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동아시아 등과는 달리 산업화(공업화)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비공식 서비스부문
에서는 농촌에서 유입되는 비숙련 노동자들을 흡수하면서 비공식 경제영역(informal sector)을 확대
시키고 있음.

라.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로,
상하수도, 위생시설, 환경관리시스템 등 제반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제도 및 정책
적 역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도시의 질적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상황임.

아프리카의 열악한 도시인프라 환경은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외국기업은 이를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음.

도로는 승객과 화물 운송의 80~90%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국가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개도국의 평
균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아프리카(사하라이남) 도시지역의 도로 포장비율은 개도국 도시평균의 1/3에 불과함.

전력 사정 역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데,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아프리카(사하라이남) 19개 도시에서는 매달 최소 10번 이상의 정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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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음.

중산층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대도시에는 서구스타일의 백화
점과 쇼핑몰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음.

- 이들 백화점과 쇼핑몰은 중산층 소비자들로 붐비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구매한 상품으로 가득찬
쇼핑카트를 끌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 정도로 ‘쇼핑몰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백색가전제품의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성향이 강한 젊은 소비계층이 늘어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 한국 대기업의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휴대폰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아프리카 시장에
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아프리카 주요 도시에서는 이동통신, 금융,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중산층이 빠르게 늘어나
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최대 상업도시인 라고스의 소비계층인구는 2025년에 6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직까지는 의식주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지만 가전제품, 모바일폰은 물론 레저, 건강식품, 의료서
비스 등 선택적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바. 계량적 방법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잠재적 인프라 개발수요를 추정한 결과,
2016~30년간 연평균 878억 달러로 도출되었음.

분야별 잠재적 개발수요규모는 전력, 도로, 수자원, 보건위생 등의 순으로 추정되었음.

- 전력 인프라(699.8억 달러), 도로(75.1억 달러), 수자원 인프라(55.1억 달러), 보건위생 인프라(47.9
억 달러) 순으로 이 중에서 전력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보면 전력 인프라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집중되어 있는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월등하게 높게
추정되었으며, 도로는 서부, 동부, 중부에서, 상수도는 서부, 동부, 북부 그리고 보건·위생 인프라는
동부와 서부에서 개발수요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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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력 인프라의 지역별 잠재수요 비중

(단위: %)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서부

2016

6.5

9.3

54.9

0.3

29.0

2017

6.6

9.7

51.2

2.4

30.1

2018

6.9

10.2

48.8

2.2

31.9

2019

7.2

10.7

46.6

2.0

33.5

2020

7.5

11.2

44.5

1.9

35.0

2021

7.9

10.7

43.0

1.8

36.7

2022

8.2

11.0

41.1

1.7

38.0

2023

8.5

11.6

39.0

1.6

39.3

2024

9.8

13.3

30.5

1.7

44.8

2025

10.4

14.2

26.4

1.6

47.4

2026

10.8

14.4

25.1

1.5

48.2

2027

11.1

14.7

24.0

1.4

48.7

2028

11.4

15.0

23.0

1.3

49.2

2029

11.7

15.2

22.2

1.2

49.6

2030

12.0

15.3

21.4

1.2

50.0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개발수요를 별도로 추정하였는데, 도시기반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 개발수요규모
가 2016~30년간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음.

표 3. 아프리카 도시기반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
연도

전력

2016

336.9

2017

식수

(단위: 억 달러, 2010년 불변가격)

보건위생

도로

총액

32.2

19.3

38.1

426.4

365.6

32.6

27.8

39.1

465.1

2018

389.2

33.1

29.0

40.9

492.2

2019

413.7

34.4

29.9

42.9

520.8

2020

438.5

35.5

30.8

45.1

549.8

2021

459.5

36.4

31.8

47.2

575.0

2022

485.1

37.3

32.7

49.3

604.5

2023

509.8

38.2

33.9

51.6

633.6

2024

482.8

38.7

34.8

54.0

610.3

2025

490.9

39.8

35.9

56.2

622.9

2026

517.6

40.6

36.4

58.4

652.9

2027

544.8

41.5

36.7

60.4

683.4

2028

573.5

42.4

37.5

62.6

716.0

2029

602.6

43.2

38.8

64.7

749.3

2030

632.7

44.3

40.4

66.9

784.3

총액

7,243.1

570.3

495.8

777.4

9,086.5

연평균 금액

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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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데, 도시개발정책 정비,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확충,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도시는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한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개발은
국가발전과 직결되는데, 현재 아프리카 16개국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도시개발 청사진을 마련한 상태임.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0년 도시개발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뉴욕대학교의
도시화 프로젝트팀과 공동으로 도시개발 청사진을 마련했는데, 주요 지방에 4개의 거점도시 건설
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외에도 인구 50만 명 미만의 16개 중견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
인데 제조업과 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탄자니아 정부는 2013년 5개 위성도시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 마스트플랜을 수립했으며,
케냐는 동아프리카지역의 첨단산업 허브 건설을 목표로 나이로비(수도)에서 남쪽으로 60㎞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일명 실리콘 사바나(silicon savannah)로 불리는 테크노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汎(범) 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4. 아프리카의 주요 역내 도시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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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랑

해당 도시

길이(km)

Cairo(이집트)~
Dakar(세네갈)

Cairo - Tripoli - Tunis - Algiers - Rabat - Nouakchott - Dakar

8,636

Algiers(알제리~
Lagos(나이지리아)

Algiers - Tamanrasset - Agadez - Tamanrasset - Kano - Lagos

4,504

Tripoli(리비아)~
Cape Town(남아공)

Tripoli - N'Djamena - Kinshasa - Windhoek - Cape Town

10,808

Cairo(이집트)~
Cape Town(남아공)

Cairo - Khartoum - Addis Ababa - Nairobi - Dodoma - Lusaka - Gaborone Cape Town

10,228

Dakar(세네갈)~
N'Djamena(차드)

Dakar - Bamako - Ouagadougou - Niamey - Kano - N'Djamena

4,496

N'Djamena(차드)~
Djibouti(지부티)

N'Djamena - Djibouti

4,219

Dakar(세네갈)~
Lagos(라고스)

Dakar - Banjul - Bissau - Conakry - Free Town - Monrovia - Abidjan Accra - Lome - Cotonou - Lagos

4,010

Lagos(라고스)~
Mombasa(케냐)

Lagos - Yaounde - Bangui - Kisangani - Kampala - Nairobi - Mombasa

6,259

Lobito(앙골라)~
Beira(모잠비크)

Lobito - Lubumbashi - Lusaka - Harare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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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가. 토지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1) 필요성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수립에서 정책적 또는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가장 일차적인 문제 중 하나는 토
지문제로, 정부와 지역주민 간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16년 9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Oromia)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사태(150명 이상
사망) 역시 그 이면에는 불분명한 토지제도가 한몫했다고 할 수 있음. 모든 토지의 국가소유권을
내세우며 오로미아 지역으로 도시개발을 밀어부쳤던 정부에 대해 지역주민이 반기를 들면서 그동
안 잠복되어왔던 토지소유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 이
상이 서류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 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물론 도로,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들어 토지등록제도의 정비를 통해 성문화된 토지관리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음.

- 말라위는 그동안 토지의 90% 이상을 관습법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해주었으나, 최근 세계은행 등
으로부터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통해 토지등록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 에티오피아는 토지등기제도(land titles)의 확립을 목적으로 2003년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토지
관리위원회(Land Administration Committee)의 인증절차를 거쳐 시행 3년 만에 2,000건에 대한
토지소유권 등록이 이루어짐.
- 차드 역시 관습법에 따른 토지소유권 제도의 개정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토지등록은 물론 토지
수용(expropriation)에 대한 법 절차와 같은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밖에도 여러 아프리카 국
가들이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음.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의 하나로 토지소유
권의 확립을 꼽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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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
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표 5. 선진 공여국의 에티오피아 토지제도 정비 지원사례
공여국

지원 내용

미국
(USAID)

- 자금지원을 통해 토지제도정비 프로그램(Ethiopia Strengthening Land Tenure and Administration Program)을 마련
- 이를 통해 2005~08년 동안 4개 지역(암하라/오로미아/티그레이/SNNP)에서 토지등기절차의 표준화 등을 통한
토지등록시스템(land title) 정비,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토지 측정(cadastral survey) 기술교육,
토지법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지원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남동부지역(Kafa Zone)의 토지등기시스템 구축, 토지정책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FAO에 자금 제공

스웨덴
(SIDA)

- 에티오피아 동서부지역(Amhara)의 토지등기시스템 구축 지원
- 그 결과 토지분쟁 감소, 농업투자 증가, 농업생산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

핀란드

- 에티오피아 북서부지역(Benshangul-Gumuz)의 토지행정제도 정비
- 토지 관련 정책·법률·제도 정비, 토지측량 및 지도제작, 토지행정관리 역량 강화 등을 지원

2) 지원방안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양성
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적측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지적측량사업(베트남 산업단지 조성 측량), 지적제도 개선 및 토지등록사업(모로코/아제르
바이잔/자메이카/투르크멘), 지적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캄보디아/아제르바이잔/말레이시아/필
리핀 등), 사업타당성 조사 및 지식공유사업(스리랑카/칠레/방글라데시) 등의 해외사업을 수행해왔음.

국토지리정보원(국가측량에 관한 정책수립,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역시 그동안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아
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측량기술 지원과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토지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지적도 및 토지 측량 등 공간정보 기술력
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도국으로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토지정보화사업 등에 대해 세계은행과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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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베트남, 튀니지,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등에서 지적도 작성, 토지등록
관리시스템 등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음.
- 다만 토지문제는 정치 또는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어 사회·문화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상대방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되어야 함.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1) 필요성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 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중
소 신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국가경제발전의 핵심 주체로 16개의 중소도시를 지정하고, 이 도시들에 자국이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섬유, 가죽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집중육성한다는 방침임.

아프리카의 중소도시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존의 대도시를 대체하고, 아울러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제조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간도시(intermediate city)로서의 의미가 큼.

-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촌주민의 접근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중소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 지역에
농산물 가공 및 섬유단지 등 제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용 및 소득 창출에 주력하고 있음.

향후 아프리카의 도시화 흐름에서 커다란 변화 중 하나는 급속한 중소도시의 탄생을 들 수 있는데,
2030년경에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견 또는 중소 도시 인구가 도시 전체 인구 증가분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 섬유 등 저기술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됨.

2) 지원방안
아프리카의 신도시 건설수요를 감안하여 도로, 전력, 상하수도, 주택 등 인프라 이외에도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생산기반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의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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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많은 도시들은 과거 유럽의 식민지시대에 상업용 작물재배 또는 지하자원 자원개발
및 이의 본국 운송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거나 또는 1970~80년대에 설계·건설되었음.
- 이후 1990년대 중후반부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도시개발에 대한 종합개발이 없이 무분
별하게 팽창해왔음.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
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
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개발협력(ODA)을 통해 신도시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건설기업이 다수의 신도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하
였음.

한국은 신도시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신도시 건
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SOC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

- 도시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인프라 건설사업이 결정되고 우호효과(goodwill effect)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후속사업의 수주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토지개발
과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경쟁력 또는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
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통한 교통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1) 필요성
아프리카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일반적
인 도시 모습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음.

- 출퇴근 소요시간, 교통체계의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측정한 2016년 교통체증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집트 1위, 남아공 5위로 평가되는 등 교통체계시스템이 열악함.
- 이집트의 카이로는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은데 매년 최소 1,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이 중 절반
이상은 보행자)하고 있으며, 교통체증에 따른 연간 경제적 비용이 80억 달러(GDP의 4%)로 추정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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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의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인구와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한 데다가 효율적인 교통체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2) 지원방안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해왔
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통수요 모델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
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아프리카에는 도시 및 교통 설계자, 엔지니어 등 도시전문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아프리카
36개국에는 도시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음.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 협력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시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능형
교통통제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라. 해외개발금융기관 활용(협조융자)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1) 필요성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기반 인프라 개발사업이 탄력
을 받고 있음.

- 아프리카 주요 도시들은 건설 공사장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건설 붐이 조성되고 있는데, 도로 확장
및 신규 건설, 교통시스템 구축, 주택건설, 상하수도 및 위생시설, 산업단지 등 제반 도시기반 인
프라를 망라하고 있음.
- 이외에도 급행버스(BRT), 경전철 등 현대적인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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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프리카에서는 도시 관련 여러 사업기회들이 새롭게 생겨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업계의 관심
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조달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국가위험(정치변동, 수용·몰수, 외환통제 등)과 제반 비즈니스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지원 확대가 용이하지 않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아 현지 금융조달이 어렵고, 신용위험이 높기 때문
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녹록치 않음.

2) 지원방안
아프리카 현지 금융조달 여건과 우리나라의 금융지원 역량을 감안하여 해외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개발금융기관으로는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유럽투자은행(EI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이 있는데, 이
들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유상원조(EDCF)는 그동안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등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
서 도로 및 송전망 등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를 통
해 국내기업의 진출기반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상기 해외개발금융기관 이외에도 중국개발은행(CDB) 등 중국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개발은행은 중국·아프리카개발펀드(CADF)를 2007년에 조성하여 아프리카의 각종 인프라 개
발사업에 대해 금융을 제공하며 자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해오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으므로, 중국
을 경쟁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협력파트너로 활용하여 공동진출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마. 도시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1) 필요성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아프리카는 제반 인프라 여건이 열악하여 기업진출이 용이하지 않는데, 시장접근성이 뛰어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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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한국 전용 산업공단을 조성한다면 국내기업의 집단적인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
- 아프리카는 도시를 중심으로 소비계층(또는 중산층)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어 도시 소비수요가 높
은 생활용품(비누, 플라스틱제품, 가구 및 제지, 주방기구 등)과 건축자재 등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다면 판매처 확보가 용이할 수 있음.

노동집약적 산업은 제조원가가 저렴한 지역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왔는데, 아프리카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공업분야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됨.

- 아프리카 저소득국의 임금수준은 2000년 당시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 수출
제조업 기반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아프리카는 미국과 EU(유럽연합)로부터 무역특혜를 받고 있어 이들 선진국 시장 접근이 용이함.

- 미국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통해 사하라이남아프리카산 의류, 가방, 시계,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가죽제품, 철강제품, 농산품 등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quote-free)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유럽연합은 EBA(Everything But Arms)을 통해 무기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산 수입제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에티오피아, 케냐 등 여러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산업정책 공무원들은 한국기업이 대규모 투자자로 참
여한 방글라데시 섬유산업단지에 주목하고 한국과의 협력(공단개발 조성, 운용노하우, 기업진출 등)을
적극 희망하고 있음.

-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2) 지원방안
산업단지 개발 후보지역으로는 정치ㆍ경제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동부지역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동부지역은 산유국이 몰려 있는 북부 및 서부 지역, 그리고 광물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적 비중과 국민소득 수준이 낮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지역’으로 평가되
고 있음.
- 그동안 아프리카 경제성장은 자원부국이 주도해왔으나, 2014년 이후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축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319

이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 미국의 민간연구소(Stratfor)가 지정한 포스트-중국 16개국(post-China 16), 즉 임금상승 등으로 중
국 제조업 기반이 옮겨갈 16개 신흥국가에는 동부아프리카 4개국(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탄자니
아)이 포함되어 있음.
- 동부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제조업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으로 평가되고 있음.

산업단지 건설은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에티오피아는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위당 노동비용(unit labor cost)이 낮아 생산성과
경쟁력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예컨대 폴로셔츠(polo shirts) 제조의 경우 단위당 노동비용은 0.14달러로 중국과 베트남의 절반
이하이며, 신발가죽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1/3, 중국의 1/5에 불과함.
- 섬유산업 이외에 건설기자재, 자동차 부품, 농기계, 농가공, 식음료, 가구 및 생활용품 등이 산업단
지 입주 유망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수요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고, 인근 국가 등 역내 지역으로 수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쟁적으
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이 동반진
출하는 방안을,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산업단지의 입지조건은 ① 전기, 공업용수, 가스 등 유틸리티 접근성 ② 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인프
라 접근성 ③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등 환경적 문제 ④ 국내시장은 물론 역내 및 역외 시장 접근성
⑤ 도시화 수준(배후도시) ⑥ 거주자 이주대책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 등을 산업단지 후보지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
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이 지역 출신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서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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