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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대표적 에너지원인 원유의 가격 변동성이 글로
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는 추세

- 자본재를 운용하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내구재를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활동에 에너지 사용이 필
수적으로 동반됨.
- 2014년 중반 시작된 유가의 급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 강세와 더불어 회복세를
찾아가던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자원부국이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석유 판매수입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늘려가던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산유국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침.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국제
적 논의가 지속되어왔고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로 인식되어온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을 통해 확산
-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친환경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
되고 있음.
우리 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반면 관련 산업 비중이 높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이라 불릴 정도로 외부의 에너지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인 에너지 공급선 확보가 주요 정책 목표로 자리잡고 있음.
- 석유 시추를 위시로 한 에너지 상류부문은, 최근 국내기업들이 투자한 해외유전에서 원유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음.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결과로 수출입에서 에너지 하류부문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도 유의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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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을 가져오는 요인에 따라 다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Kilian(2009)은 유가변동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원유공급충격, 총수요충격, 원유특정수요충격
을 식별하고 각 충격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임.
-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
시장 변화요인들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요인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각 요인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
는 영향도 상이함.
구조적자기회귀(SVAR) 모형을 이용하여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유공급충격, 총수요충격, 원유
특정수요충격을 식별했을 때, 각 시기마다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남(그림 1 참고).

- 1990년대 이전까지 원유시장은 원유채굴과 관련된 원유공급충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기업
들의 원유시추기술 발전이나 OPEC의 감산조치 등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함.
- 1990년대 이후 원유특정수요충격의 역할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원유거래의 금
융화 추세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유가상승 기대 형성에 기인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충격의 확대는 중국 등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증가에 힘입은 원유수
요 급증과 연관됨.
유가충격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따라 유가상승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그림
2 참고).

- 원유공급충격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확대시키지만, 수출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지연
되면서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나타남.
- 총수요충격은 수출입을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충격 초반 경상수지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원유특정수요충격으로 인한 유가상승은 수입증가가 빠르게 반영되면서 초기에 경상수지를 악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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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DSGE 모형을 구축하고, 에너지 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수출입의 반응을 분석함.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해외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에 불황을 가져오며, 충격 초반
무역수지를 증가시키나 곧 이어 무역수지를 감소시킴(그림 3 참고).

- 에너지 의존성이 강한 내구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충격 초반 비에너지 부문 무
역수지가 개선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위축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킴.
-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화석연료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비중 확대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해석
될 수 있음.
상류부문을 제외한 경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며 소비와 투자를 진작
시켜 경기호황을 가져옴.

-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자본재에 대한 수요, 곧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며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
으로 작용
- 특히 해외 부문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해외의 호황이 무역을 통해 스필오버 효과를 발생시켜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해외 수입상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입 또한 증가시
킴(그림 4 참고).
자본재와 내구재의 에너지 효율성 변화는 원유특정수요충격에 해당하며, 에너지 수요 충격에 해당되나
그 영향은 원유공급충격과 비슷함.

-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자본재와 내구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효율은 증가
- 새로운 제품의 출현으로 인한 상품구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산업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음.
- 예를 들면, 암호화폐의 채굴에 상당한 전기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
단을 사용하고 있음.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은 1990~2005년 연평균 2%이며,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45.5%
와 24%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현저히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발전 부문에서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
이 증가추세에 있음(중국 6.1%(2005) → 10.1%(2014), 미국 5.5%(2005) → 7.8%(201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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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10) → 14.2%(2015), EU 15.4%(2006) → 28.8%(2015)).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은 보조·지원형 중심 정책에서 시장기반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발전차액지원(Feed-in-Tariff)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정해진 최소한
의 금액을 직접 보조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투자위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임.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증가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공급의무화제도, 경매제도 등 시장기반형
정책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로 화석연료 내에
서 에너지 믹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의 에너지 부문 목표에 따라 석탄의존도를 63%까지 감
축하는 한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활용 비중을 6.3%까지 확대할 계획
- 일본은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원전의 전면 가동
중지로 천연가스와 석탄의 발전 비중이 2015년 각각 45.3%와 31.6%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 수립된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4%로 확대할 계획

4)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행비용이 증가할 전망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ystem) 제도를 2012년에 도입

-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FIT 제도를 대체하였으며,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
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채울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발전량 1MWh당 하나의 REC가 발행되는데, 경제성이
낮은 전원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더 큰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RPS 제도는 가격의 변동성,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 특정 에너지원 집중 현상 등의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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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전력을 계통한계가격으로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또한 생산량에 따라
주어진 REC를 해당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각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
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REC의 가중치가 정부의 재량으로 결정되어 정책 불확실성이 높음.
- 공급의무자의 재생에너지 내 전원별 목표치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
원으로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값싼 수입 목재 펠릿을 이용한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발전
비중이 2015년 75.6%에 달함).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라 2030년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
로 설정했을 때, RPS 제도의 이행비용을 추정하였음.

- 각 전원의 발전비용이 주어져 있고 발전 사업자의 구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2021년 RPS
이행 보전비용은 2016년의 1조 3천억 원 수준의 3배 정도에 달하고 2030년에는 6조 원을 넘어
설 전망

3. 정책 제언
1) 에너지 가격 변동요인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
에너지 가격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공급 및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거시변수, 특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각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남.

- 원유공급충격과 원유특정수요충격이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반응의 시점 및 지
속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총수요측면은 다른 결과를 도출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내 국가간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나, 2016년 말 합의되어 2018년
까지 연장하기로 한 OPEC의 감산 등은 원유공급충격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또한 기술개발과 확산의 가속화로 타이트 오일과 신재생에너지 등 원유의 대체재 공급이 증가하
는 것도 원유공급충격의 일종임.
2017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시현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총수요충격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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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방향성이 다름.

- 원유 채굴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생산 또한 지리적 영향 아래 놓여 있어,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에는 기본적으로 최적의 입지가 존재
- 우리나라의 입지조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과 그에 따른 정책
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정책은 장기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연한 정책 조정이 요구됨.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화석에너지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연료인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도입한 결
과, 세계 천연가스 수급, 특히 계절적 수요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LNG
비중 확대 정책의 수행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3) 환경비용을 고려한 RPS 제도의 개선이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효용함수를 고려하여 정교한 후생효과 분석이 필요
이상적인 재생에너지의 범주와 실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REC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발전비용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REC 가중치로는 값싼 수입 목재 팰릿을 남용한 바이오·폐
기물 발전을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하지 못함.
- 이산화탄소 제한에 역행하는 유사 화력발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REC 가중치 산정방식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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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표 1. 각국의 정유시설 규모와 생산량
(단위: 천 배럴/일)

국가

정제능력

점유율

원유처리량

가동률

미국

18,621

19.1

16,202

87.0

중국

14,177

14.6

11,023

77.8

러시아

6,418

6.6

5,709

89.0

인도

4,620

4.7

4,931

106.7

일본

3,600

3.7

3,280

91.1

한국

3,234

3.3

2,928

90.5

사우디아라비아

2,899

3.0

2,750

94.9

주: 2016년 기준.
자료: BP 세계에너지통계(2017).

그림 1. 유가충격의 요인 분해
원유공급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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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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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가충격 요인에 따른 수출입 증가율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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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

0

-50

-50
0

10

20

30

0

원유특정수요충격→ 수출

10

20

30

원유특정수요충격→ 수입

50

50

0

0

-50

-50
0

10

20

30

0

10

20

30

주: 1) 그림은 누적반응, 각 선은 점 추정치와 1 SE, 2 SE 밴드.
2) 신뢰구간은 recursive-design wild bootstrap에 의해 산출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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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해외 상류부문의 생산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원유수입

투자재 수입

비내구재 수입

2

2

2

0

0

0

-2

-2

-2

-4

-4

-4

-6

0

20

-6
0

40

20

무역수지

40

-6

0

에너지 무역수지
10

10

0

0

0

-10

-10

-10

20

40

0

20

40

비에너지 무역수지

10

0

20

40

0

20

40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해외부문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원유 수입

투자재 수입

0.1

비내구재 수입

1

1

0.5

0.5

생산
1.5

0.05

1

0

0.5

-0.05
-0.1
0

20

40

0
0

무역수지

0
20

40

0
0

에너지 무역수지

20

40

0

비에너지 무역수지

20

40

에너지 가격
1.5

5

5

5
1

0

0

0
0.5

-5

-5

-5
0

0

20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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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로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이 확대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환율의 변동폭 확대와 변동주기의 단기화가 초래되어 환율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서 정교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2016년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감시대상국에 지정됨으로써 환율의 하방경직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함.
-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으로 선진국의 비대칭적 통
화정책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원화는 평상시에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
해 변동성이 안정되어 있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 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으
므로 이로 인한 리스크 분석이 필요함.
- 환율의 변동폭이 기업의 수익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수출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의 경우 환변동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기업의 개별 분석을 이용한 연구
가 부족한 상황임.
최근 개별 기업에 관한 마이크로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 차원에서 환율의
변동성 및 환율수준의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 및 정책당국 차원에서 정교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환율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거시경제적 변수에 관련된 연구이거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실제로 개별 기업 차원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정책적 대응에도 정교함을 갖추는 데 제한이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기존 연구들이 거시변수 중심으로 환율수준에 대한 영향분석을 주로 시행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변수의 환율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뿐 아니라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율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함께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임.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본 연구가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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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제2장에서는 환율 관련 거시경제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VAR 분석으로 환율의 영향을 실증
분석
거시변수의 수요 측면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시기를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VAR 분석 시행

- 분석 1: 1980년 1/4분기 ~ 2016년 4/4분기
- 분석 2: 1980년 1/4분기 ~ 1996년 4/4분기
- 분석 3: 1999년 1/4분기 ~ 2016년 4/4분기
기간별로 결과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GDP의 지출항목들에 대한 영향
은 외환위기 이전기간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으나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환율상승 시 소비와 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론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확인하
고 있음.
- 둘째, 투자부문에서는 그 환율의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특이한 사항은 환율상승이 수출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지출항목에 대한 환율의 영향: VAR 분석결과 요약
시기

1980. 1Q~2016. 4Q

1980. 1Q~1996. 4Q

1999. 1Q~2016. 4Q

지출항목

환율상승효과

비고

국내소비

감소

이론 입증

설비투자

감소

이론 입증

건설투자

감소

이론 입증

수입

감소

이론 입증

수출

불명

-

국내소비

약한 감소

이론 입증

설비투자

불명

-

건설투자

불명

-

수입

약한 감소

이론 입증

수출

불명

-

국내소비

감소

이론 입증

설비투자

감소(유의성 취약)

이론 입증

건설투자

불명

-

수입

감소

이론 입증

수출

약한 감소

이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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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이 수출신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환율이론에 배치되는 현상으로 가능한 원인에
대하여 이론적 및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 해외비중이
높아진 것이 가능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며 환율정책에서 유의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거시변수의 공급항목에 대해서도 VAR 분석을 시행하였고 데이터의 제약으로 2000년 1/4분기부터
2016년 4/4분기까지 분기자료를 활용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환율상승이 경제성장 및 산업성장에 미약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둘째, 공급분야에 대한 환율효과는 단기적이며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환율이 공급 측면에 야
기한 효과는 2년 내에 사라짐.
- 셋째, 환율효과의 통계적 유의성도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넷째, 공급부문에 대해서는 환율효과보다 제도적이거나 경제 펀더멘털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급부문에서 환율변동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요 측면에 비하여 공급 측면의
변수들은 단기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에 시간이 지체되며, 그 과정에서 이미 환율효과가
다른 효과들에 의해 상쇄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추정됨.

표 2. 환율변화가 공급 측면에 미친 영향: VAR 분석결과 요약
시기

2000. 1Q~2016. 4Q

항목

환율효과

비고

경제성장

감소 후 증가

이론 입증

고용

증가(유의성 취약)

-

산업생산

약한 감소

이론 배치

2) 제3장에서는 환율변동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 매출, 수출 등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
환율변동은 수출 및 수입의 환경변화를 통해 생산성, 수익성 등 개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
적으로 국가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 산업분류, 수출의존도, 중간재 수입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환율변동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분석
- 이질적인 기업 특성을 동일 산업의 기업들이 공유하는 공통요소와 동일 산업 내의 기업간 개별
요소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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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수출의존도와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특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와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보임.

- 한편 제조업 기업 수준에서 수출의존도와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매우 이질적이며 뚜렷한 패턴을 찾기 어려움.

그림 1. 수출의존도와 중간재 수입의존도
산업별(2013~15년 평균)

기업별(제조업)

자료: 저자 작성.

산업 및 개별 기업의 수출의존도 및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반영한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의 환율탄력성
을 추정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은 추정식으로 실증분석

          ×     ×   ⋯          

[식 1]

- [식 1]에서   는 기업 수익 및 생산성을 나타내는 변수,   는 산업별 실질실효환율,  는 산업
별 수출의존도,   는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나타냄.
환율변동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산업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제조업은
통화가치가 1%p 상승하는 경우(환율절상) 생산성이 0.15~0.3%p 증가하는 것으로, 서비스업은 0.2%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환율절상에 대하여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생산성이 추가적으로 감소하고, 중간재 수입의존
도가 높은 산업은 생산성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총요소생산성, 노동생산성, 총부가가치 등 다양한 생산성 측정방법에 대하여 강건한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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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질실효환율과 총요소생산성
종속변수:
ln(총요소생산성)
ln(실질실효환율)

전 산업
(1)

제조업

서비스업

(2)

(3)

(4)

(5)

(6)

0.029

-0.020

0.195***

0.142***

-0.198***

-0.213***

(0.018)

(0.019)

(0.023)

(0.024)

(0.029)

(0.031)

ln(실질실효환율)
× 수출의존도

-0.096***

-0.127***

-0.047***

(0.007)

(0.009)

(0.011)

ln(실질실효환율)
× 중간재수입의존도

0.101***

0.162***

0.053***

(0.007)

(0.010)

(0.009)

⦙

⦙

Observations

60,254

59,481

34,536

34,536

25,602

24,829

R-squared

0.834

0.835

0.789

0.795

0.869

0.870

주: 1) *, **, ***는 각각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은 기업에 대해 클러스터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by firm)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통화가치가 1%p 상승하는 경우(환율절상), 전체 산업의 총수익은 0.5%p 감소하고, 제조업은 0.6%p,
서비스업은 0.2%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환율절상이 한국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일치함.

- 통화가치 상승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익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고,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남.

표 4. 실질실효환율과 순수익
종속변수:
ln(순수익)
ln(실질실효환율)

전 산업

제조업

(1)

(2)

(3)

(4)

(5)

(6)

-0.474***

-0.580***

-0.600***

-0.628***

-0.273***

-0.458***

(0.050)

(0.064)

(0.067)

(0.070)

(0.047)

(0.078)

ln(실질실효환율)
× 수출의존도

-0.169***

-0.191***

-0.251***

(0.018)

(0.023)

(0.033)

ln(실질실효환율)
× 중간재수입의존도

0.162***

0.321***

0.0429*

(0.018)

(0.026)

(0.025)

⦙

⦙

Observations

50,797

50,042

29,029

29,029

21,673

20,918

R-squared

0.818

0.812

0.776

0.779

0.859

0.848

주: 1) *, **, ***는 각각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은 기업에 대해 클러스터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by firm)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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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장에서는 주가를 기업가치로 대변하여 환율변화에 따라 기업가치 변동을 의미하는 환위험
노출 정도를 분석
환노출은 환율의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따른 기업의 가치변화로 정의하고, 기업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환율변동이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

- 따라서 환율변동에 대한 주식 수익률의 탄력성을 환노출로 정의하고, [식 2]와 같은 회귀분석
계수   로 측정
             

[식 2]

- [식 2]에서  는  기업의  기 주가수익률을 나타내며,   는  기 시장포트폴리오(Kospi 지수)
의 수익률,   는  기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화율을 나타냄.
- 추정계수   는 시장 수익률을 감안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 분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장 평균 대비 개별 기업의 한계(marginal) 환노출을 의미
- 한편 환노출은 분석시계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시계에 따라 기업별 환노
출을 분석함.
단기적(주간, 월간 수익률 분석)으로 대미 환율상승(원화절하)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

- 대미 환율상승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미 환율상승으로
인해 달러화로 환산한 주가하락의 영향을 염려한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인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장기적(연간 수익률 분석)으로는 대미 환율상승(원화하락)으로 기업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의 비중이 증가하여 양의 환노출을 보이는 기업 수와 음의 환노출을 보이는 기업 수가 비슷함.

- 특히 대외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대외부채를 적게 보유한 기업,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
현금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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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의한 환노출 기업 및 비중
양의 환노출

음의 환노출

총기업 수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주간 수익률(=1)

706

28

4.0

387

54.8

월간 수익률(=4)

705

44

6.2

238

33.8

3개월 수익률(=13)

703

85

12.1

212

30.2

12개월 수익률(=52)

685

181

26.4

193

28.2

주: 1) 양/음의 환노출 기업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표준오차는 Newey-West long-run variance estimator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1)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이 거시경제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확인
됨. 즉 기존의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일정 기간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거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이전과 달리 반드시 수출확대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정책 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환율변동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치고 있는 데 비해 환율의 변동성 수준이나 빈도가 높아져서
환율수준을 타기팅하는 정책보다는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어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전체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이 확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환율의 영향이 특정 시기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한 정책효과보다는 더 분명
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이 바람직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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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산업별ㆍ
기업별 상황에 따라서도 서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
록 맞춤형 환율정책이 요구됨.
기업들의 경우 환율에 대한 노출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들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율상승이 반드시 모든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는 않음.
기업별로 수출 비중이나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서로 달라서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에 의한 유불리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정책효과가 기대와 다르게 발생할 수 있음.
환율 관련 정책만으로는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정정책이나 고용정책 등 연관된 정책
을 함께 적용하는 Policy-Mix로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고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등의 정책개발방식이 필요

4) 원화절상은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기업의 수출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일 수 있음.
본 분석에는 기업분포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원화 강세는 한계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한편 환율절상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변동보험, 중소기업 대출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

5) 환율의 평가절하가 이제 더 이상 반드시 우리 경제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음.
기존의 환율 논쟁은 주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경제성
장 및 거시경제에 유리하다는 가정에 근거함.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거시적 분석이나 미시적 분석에서 이러한 가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이고 있음.
환율의 평가절하가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환율수준이나 환율의 변동속도까지 고려한 세밀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나 국내 환율정책만이 아니라 대미 환율갈등에 관련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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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의 통화정책이 국제금융사이클(global financial cycle)에 큰 제약을 받음.

- 금융시장 통합은 자산 구성의 분산화(portfolio diversification)를 통한 위험공유(risksharing)에 기여하였으며,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왔음.
- 하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충격의 국제전이현상을 야기하였는데, 그 대표
적인 예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임.
- 위기기간 동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변수(자산
가격, 레버리지, 신용성장, 해외자본의 유출ㆍ입 등)가 자국의 정책금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
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결국 많은 국가의 통화정책을 상당 부분 제약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를 구축하여 평가하고, 이를
트릴레마(trilemma)1)로 설명

- 트릴레마에 따르면 한 국가는 환율안정, 금융시장 개방, 통화정책 독립성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음. 즉 이 세 가지 정책 목표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정책 목표는 포기되어야 함.
- 만약 현실에서 트릴레마가 성립한다면,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변동환
율제 채택을 통해 환율안정을 포기함으로써 확보 가능

그림 1. 트릴레마(Trilemma)

자료: 저자 작성.

1) 먼델ㆍ플레밍 이론모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정리 가운데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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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러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가 위의 트릴레마가 암시하는 바와 같은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포함
한 45개국,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트릴레마 지수를 구축

- 한국을 포함한 45개국,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트릴레마 지수를 구축
- 트릴레마 지수는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통화정책의 독립성 지수로 단기정책금리의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단기금리 독립
성 지수(SRI: Short-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구축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 하면 좁게는 단기정책금리 결정의 자율성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국내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

-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구축에 활용되는 단기정책금리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금리에도 주목
- 단기정책금리 결정은 여러 금리변수, 특히 실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기금리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투자 및 생산의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만약 단기정책금리가 장기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물부문에 대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의 효과는 감소
-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금리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 Long-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새로이 구축하고, 이
지수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와 트릴레마
국가그룹별 트릴레마 지수 및 외환보유액 평가

- [그림 2]의 파란색 실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2002~06년)에 대한 국가그룹별 트릴레마
지수 및 외환보유액 평균을 나타내고, 빨간색 실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13년)의
해당 항목 평균을 나타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비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07년과 2008년은 제외
-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안정성 지수(SRI)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금융시장 개방도(KA),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외
환보유액(IR/GDP)이 소폭 증가함.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27

- EU와 비EU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KA)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는 비교적 크게 증가함. 환율안정성 지수(ERS)에
서 EU와 비EU 선진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EU에서는 소폭 증가한 반면, 비EU 선진국에서는
크게 감소

그림 2. 트릴레마 지수와 외환보유액: 2002~06년 vs. 2009~13년
신흥국(EMEs)

선진국(AEs)

KA

ERS

1
0.8
0.6
0.4
0.2
0

KA

SRI

1
0.8
0.6
0.4
0.2
0

ERS

IR/GDP

IR/GDP

EU

비EU 선진국(AEs excl. EU)
KA

KA

ERS

SRI

1
0.8
0.6
0.4
0.2
0

SRI

ERS

IR/GDP

2002~06년 평균

1
0.8
0.6
0.4
0.2
0

SRI

IR/GDP

2009~13년 평균

주: KA=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ERS=환율안정성 지수, SRI=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IR/GDP=GDP 대비 외환보유액.
자료: 저자 계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트릴레마 지수(SRI, ERS, KA)와 외환보유액(IR/GDP)의 국가그룹별 평균 시계열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신흥국의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후
빠르게 이전 수준으로 회복
- 비EU 선진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의 하락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
여, 일정 조정을 거친 후 2013년에 이르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반면,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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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전후로 다소 하락하고,
이후 다시 상승
- EU의 환율안정성 지수(ERS)의 경우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신흥
국과 비EU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크게 감소하고, 이후 점차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KA)는 EU, 비EU 선진국, 신흥국 순서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순위는 매우 안정적으로 지수 변동성이 매우 작음. 외환보유액(IR/GDP)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및 비EU 선진국에서 꾸준히 증가

그림 3. 트릴레마 지수와 외환보유액 시계열: 2002~13년
환율안정성 지수(ERS)

0.6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5
0.4
0.3
0.2

금융시장 개방 지수(KA)

외환보유액(IR/GDP)

1.2

0.3

1

0.25

0.8

0.2

0.6

0.15
0.1

0.2

0.05

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4

신흥국(EMEs)

EU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비EU 선진국(AEs excl. EU)

주: KA=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ERS=환율안정성 지수, SRI=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IR/GDP=GDP 대비 외환보유액.
자료: 저자 계산.

전체적으로 트릴레마 지수간 상충관계를 발견함. 이를 통해 트릴레마가 성립함을 확인

- [표 1]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트릴레마 지수(KA, ERS, SRI), 대미국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SRIUS), Aizenman, Chinn, and Ito(2010)의 트릴레마 지수(KAACI, ERSACI, MIACI)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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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나타냄.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KA)ㆍ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및 환율안정
성 지수(ERS)ㆍ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각각 두 지수 사이의 상관계수에서 비교적 강한 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위기 이전: -0.4454, -0.5315; 위기 이후: -0.4905, -0.5931).

표 1. 트릴레마 지수간 상관계수
A.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2~06년)
Aizenman, Chinn, and Ito(2010)
KA

ERS

US

SRI

SRI

KAACI

ERSACI

KA

1

ERS

0.1845

1

SRI

-0.4454

-0.5315

1

SRIUS

-0.2715

-0.1904

0.7498

1

KAACI

0.8885

0.1485

-0.5581

-0.4023

1

ERSACI

0.192

0.957

-0.5228

-0.2303

0.1379

1

-0.3844

-0.6208

0.8457

0.6439

-0.4503

-0.6722

MIACI

MIACI

1

B.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Aizenman, Chinn, and Ito(2010)
KA

ERS

US

SRI

SRI

KAACI

ERSACI

KA

1

ERS

0.3489

1

SRI

-0.4905

-0.5931

1

SRI

-0.3129

0.0113

0.5458

1

KAACI

0.9058

0.3628

-0.5582

-0.422

1

ERSACI

0.3217

0.9561

-0.5541

0.0703

0.3026

1

MIACI

-0.54

-0.7951

0.7415

0.0122

-0.5535

-0.8136

US

MIACI

1

US

주: KA=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ERS=환율안정성 지수, SRI=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SRI =대미국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KAACI, ERSACI, MIACI는 Aizenman, Chinn, and
Ito(2010)의 트릴레마 지수로서 각각 금융시장 개방도, 환율안정성 지수, 통화정책 독립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 [표 2]에서는 좀 더 엄밀하게 트릴레마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트릴레마를 구성하는 세
지수 가운데 하나를 통제한 상황에서 나머지 두 지수간에 상충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았으
며, 비교적 잘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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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트릴레마 지수간 트레이드 오프
A.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2~06년)
Aizenman, Chinn, and Ito(2010)
Correlation b/w

KA

ERS-SRI(MI)

ERS

SRI

-0.7014

KAACI

ERSACI

MIACI

-0.8002

SRI(MI)-KA

-0.6170

KA-ERS

-0.7068
-0.3588

-0.4404

B.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Aizenman, Chinn, and Ito(2010)
Correlation b/w

KA

ERS-SRI(MI)

ERS

SRI

-0.6506

SRI(MI)-KA

KAACI

ERSACI

MIACI

-0.8580
-0.5166

KA-ERS

-0.6430
0.0548

-0.3199

주: KA=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ERS=환율안정성 지수, SRI=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KAACI, ERSACI, MIACI는 Aizenman, Chinn, and Ito(2010)의 트릴레마 지수로서 각각
금융시장 개방도, 환율안정성 지수, 통화정책 독립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하지만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를 위해 도입된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를 대체할 경우 트릴레마가 성립하지 않음

-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기간에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

그림 4.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와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의 상관관계
글로벌 위기 이전(2002~06년)

○ 신흥국(EMEs)

○ EU

글로벌 위기 이후(2009~13년)

○ 비EU 선진국(AEs excl. EU)

● 한국(KOR)

주: SRI=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LRI=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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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에서는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 및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의 차이에 대한 시계열을 보여줌. EU 및 비EU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가 각각 상승,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 위기기간
크게 하락한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가 2007년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림 5.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와 장ㆍ단기 독립성 지수의 차이(LRI-SRI)에 대한 시계열: 2002~13년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

신흥국(EMEs)

장ㆍ단기 독립성 지수의 차이(LRI-SRI)

EU

비EU 선진국(AEs excl. EU)

주: SRI=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LRI=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자료: 저자 계산.

- [표 3]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간 높은 상관계수(0.773)에서
나타나듯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두 지수간 동조성이 매우 높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관계수가 크게 감소
-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와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KA) 및
환율 안정성 지수(ERS)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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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와 트릴레마 지수 간 상관계수
A.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2~06년)
Aizenman, Chinn, and Ito(2010)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LRI)

KA

ERS

SRI

-0.5853

-0.4922

0.773

US

KAACI

ERSACI

MIACI

-0.6739

-0.427

0.6005

SRI

0.4498

B.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Aizenman, Chinn, and Ito(2010)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LRI)

KA

ERS

SRI

-0.2671

0.2527

0.0422

US

KAACI

ERSACI

MIACI

-0.3505

0.2294

-0.0381

SRI

0.1209

주: KA=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ERS=환율안정성 지수, SRI=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SRIUS=대미국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KAACI, ERSACI, MIACI는 Aizenman, Chinn, and
Ito(2010)의 트릴레마 지수로서 각각 금융시장 개방도, 환율안정성 지수, 통화정책 독립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 [표 4]에서는 트릴레마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트릴레마를 구성하는 세 가지 지수 가운데
하나를 통제한 상황에서 나머지 두 지수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를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로 대체함. 이전 분석결과들과 일치하는 일관된 결과를
확인

표 4.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와 트릴레마 지수 간 트레이드 오프
A.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2~06년)
Correlation b/w
ERS-LRI

KA

ERS

LRI

-0.6347

LRI-KA

-0.6426

KA-ERS

-0.3490
B.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Correlation b/w
ERS-LRI

KA

ERS

LRI

0.3427

LRI-KA

-0.4712

KA-ERS

0.3717

주: KA=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ERS=환율안정성 지수, SRI=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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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정책금리 충격에 대한 신흥국 단기 및 장기 금리
블록외생성(Block-Exogenous)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
이 신흥국 10개국 장ㆍ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기간에는 금융중심지인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림 6. 충격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 1) 1 s.d 기준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 – – = 95% 신뢰구간.
2) STR_USA=미국 단기금리, LTR_USA=미국 장기금리, STR=단기금리, LTR=장기금리.
자료: 저자 계산.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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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충격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 1) 1 s.d 기준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 – – = 95% 신뢰구간.
2) STR_USA=미국 단기금리, LTR_USA=미국 장기금리, STR=단기금리, LTR=장기금리.
자료: 저자 계산.

- 이것은 독립성 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높아진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을 반영
계량분석에 사용된 10개 신흥국을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기준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하여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그룹의 장기금리 충격반응이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은 그룹보다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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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충격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도가 낮은 국가

주: 1) 1 s.d 기준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 – – = 95% 신뢰구간.
2) STR_USA=미국 단기금리, LTR_USA=미국 장기금리, STR=단기금리, LTR=장기금리.
자료: 저자 계산.

그림 9. 충격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국가

주: 1) 1 s.d 기준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 – – = 95% 신뢰구간.
2) STR_USA=미국 단기금리, LTR_USA=미국 장기금리, STR=단기금리, LTR=장기금리.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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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릴레마 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시장 개방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환율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

-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크게 감소

그림 10. 한국의 트릴레마 지수와 외환보유액(IR/GDP): 2002~06년 vs. 2009~13년

2002~06년 평균

2009~13년 평균

주: KA=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ERS=환율안정성 지수, SRI=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IR/GDP=GDP 대비 외환보유액.
자료: 저자 계산.

-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한국의 장단기금리 충격반응함수에서는 위 10개 신흥국의 충격반응
과 비슷한 결과를 보임.

3. 정책 제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한국의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통화당국도 금융시장 개방도별
장기금리 충격반응함수의 실증분석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의 독립
성과 관련하여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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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의 단기 및 장기 금리 독립성 지수와 국가그룹별 비교: 2002~06년 vs. 2009~13년
A.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B.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

■ 2002~06년 단기 혹은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평균

■ 2009~13년 단기 혹은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평균

자료: 저자 계산.

기존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로 그 논의가 자본의 유출ㆍ입과 관련된 대외건전성 부문에 국
한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독립성, 특히 장기금리의 동조성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자
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중요하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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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반세계화 및 반자유무역 정서의 확산은 각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메가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강조
하던 국제통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침.

-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대와 TPP 등 복수국간 FTA 협상의 진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제통상환경과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해왔음.

- 그러나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외경제와 국제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그동안 추진
했던 FTA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양자간 FTA에서는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
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특히 메가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즉 무역비용 감축과 무역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양자
간 FTA와 복수국 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FTA 정책, 그중에서도 원산지 누적 규정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정리하고
실증분석과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원산지 누적 규정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에
적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통상정책의 당면과제를 풀
어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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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본 연구는 원산지 누적 조항에 대하여 가능한 단순하게 정의되고 널리 사용되는 개념을 기준으로 누적의
구성 체계와 형태를 제시하고 각 FTA를 유형별로 분류함.

- 원산지 누적 조항은 협정문상에서 FTA별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연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등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가장 보편적인 분류로 볼 수 있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분
류에 따르면 누적 원산지 규정은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됨.
∘ 양자누적: FTA를 체결한 양국간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한 재료(products, materials or inputs)
의 원산지 지위(자국의 것)를 인정
∘ 유사누적: 여러 국가가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된 경우 역내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지역
누적과 유사한 개념이며, 만약 각국이 서로 다른 FTA를 체결한 경우 당사국 외 제3국의 재료에
대한 누적을 인정(단 동일한 원산지 규정이 필요)
∘ 완전누적: FTA 역내 국가들간 재료뿐 아니라 모든 공정 및 부가가치의 누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산지 판정에서 해당 FTA 역내 국가들을 단일체로 간주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 협정문상의 원산지 누적 조항과 TPP, NAFT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의 협정문을 통해 살펴보면, 한국은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FTA는 없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 WCO(2015),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등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FTA의 누적 조항을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함.

표 1. 본 연구의 지역무역협정(RTA) 누적 조항 분류
누적 유형

구분

양자누적

(유사 및 완전 누적을 제외한 모든 RTA)

유사누적

PANEURO 15개국(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캐나다ㆍ이스라엘

완전누적

EEA, EUㆍ모로코, EUㆍ튀니지, EUㆍ알제리, ANZCERTA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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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
례를 살펴보면 활용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음.

-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ASEAN, NAFTA)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누적 원산지 조항의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누적 원산지 조항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원재료
및 부품의 조달구조 외에도 협력사에 대한 미미한 FTA 혜택, 증명 및 검증 관련 제도적인 미비
사항, 원산지 관리비용, FTA 국가간의 관세 행정력 차이 등을 꼽을 수 있음.

2)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다수의 FTA 협정을 각기 체결하면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고, 이 스파게
티볼 효과는 무역거래비용의 상승을 유발하여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를 역행하는 역할을 함.

-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최근 복수국간 FTA 협상이 부상하였는데,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원산지 규정을 단일화하고 원산지 누적 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
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임.
원산지 누적 조항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여러 선행연구에서 누
적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일부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혼재함.
한국이 메가 FTA 협상에 참여한다면 역내 단일 원산지 규정과 누적의 적용에 따라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와 비교해서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이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메가 FTA 역내에서의 분업구조 개편 및 공급망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기
회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복수국간 FTA의 경우 협상참가국의 수가 많고 역내 국가간 교역 및 투자 규모, 산업구조,
국가간 생산 및 공급망의 구조 등이 교차되어 있어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복합적이고 다양함.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누적에 다른 편익뿐 아니라 누적 조항의 활용을
포함하여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을 고려해야 함.

- 누적 조항을 비롯한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방식의 변화나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에 더 높은 준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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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의 활용은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며, 기업의 중간재 조달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됨.

- 또한 역내국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며, 나아가 누적 조항은 개별 FTA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큰 범위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촉진하고 역내 분업구조를 확대시켜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하게 됨.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2013년까지 체결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
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이 누적 조항들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무역비용 추정방법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널리 다루어진 간접적 추정방식과 본 연구에서 새
롭게 적용한 직접적 추정방식을 활용함.
간접적 추정방식은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함.

- 간접적 방식의 추정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촉진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직접적 추정방식은 Novy(2013)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무역비용의 상당치를 추정하고 원산지 규정의 누적
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함.

- 직접적 추정방식의 분석결과, 양자ㆍ유사ㆍ완전 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양자 9.2%, 유
사 14.4%, 완전 20.7%)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
비용 감축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 절감효과
간접방법

직접방법

양자 누적

-

-9.2%

유사 누적

-7.2%

-14.4%

완전 누적

-9.7%

-20.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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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효과
정책실험을 통해 지역무역협정에서 원산지 누적 조항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실증분석에서 추정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 간의 함수관계를 연산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 모형)에 반영하여 아ㆍ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ㆍMercosur
FTA에 적용함.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model)으로 무역비용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비용을 나타
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CGE 모형에 포함하여 기존의 CGE 모형을 개선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정태 CGE
모형과 자본축적 CGE 모형 두 가지를 적용함.

- 정태 CGE 모형은 관세철폐 및 무역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을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파악
하며, 이에 따른 이익을 일회적인 효과(one-shot effect)로 파악함.
- 자본축적 CGE 모형은 관세철폐 및 무역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정태적 효과가 다시 경제주체의
저축과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중장기
적인 효과를 보여줌.
RCEP과 TPP-11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
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이 체결되고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함.
- 반면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는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남.

- 다만 한국의 경우 실질 GDP 증가폭은 유사 및 완전 누적의 경우 RCEP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한국과 RCEP 회원국, 그리고 한국과 Mercosur 회원국 간의 생산네트워크나 교역
관계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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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CEP 및 한ㆍMercosur의 한국 GDP에 대한 효과 비교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1)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FTA에서 단일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 품목이라도 FTA별로 각각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
써 발생하는 스파게티볼 효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단일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FTA 협정이 누적되면 상품의 챕터별 종적단일화가 결국 국가별로도
동일한 원산지 규정의 횡적단일화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단일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됨.
글로벌 통상 커뮤니티에서 국제적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원산지 규정의 조화 및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회원국들에도 누적을 동일하
게 허용해주는 조치가 필요함.

2)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은 정부가 주도해왔으나, 만약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해준다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
므로 정부는 제도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지원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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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지원은 대체로 단발성에 그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
-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FTA 활용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경쟁력 강
화, 협력사 관리, 동반성장 이행, 기업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FTA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기업자원 관리의 효율화, FTA 체결국의 해외구매자와의 신규 거래 시 원산지 증명
서 발급이 가능한 이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원산지 누적 조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최
소허용수준 확대 등 제도적인 부문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기업들의 FTA 활용에서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되는 원산지 규정의 누적에 대한 증명이나
사후검증에 대하여 수출입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원산지 규정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중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
어져야 함.

- 한ㆍ칠레 FTA 등 한국의 FTA 협정문에는 체약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이나 생산의 누적, 즉
완전누적의 형태를 상당 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명 방식이 현재
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다른 역내국에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수행한 특정 공정이나 부가가치 증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완전누적을 도입하고 있는 EEA의
공급자 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추가적으로 교차누적 또는 유사누적 도입 시 제3국의 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방식을 분명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협정문상에서 불분명한 원산지 증명과 검증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기업들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체약협정국간에 관세 행정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 통관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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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며,
따라서 복수국간 FTA의 혜택 중 하나인 원산지 누적 규정의 효과와 실제 활용 사례, 비즈니스 모델 등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의 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3) 한국의 FTA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향후 FTA 협상에서는 단일 원산지와 완전누적을 기본으로 원산지 규정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협상에서는 가능한 국가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횡적단일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
며, 단 일부 품목의 경우 민감도에 따라 적절한 품목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체결 FTA들의 경우에도 향후 협정문의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을 통해 원산지 규정의 종적, 횡적 단일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무역자유화의 부작용인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양자간 FTA를 지양하고, 가능한 복수국간
FTA를 체결하거나 또는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RCEP이나 최근 체결한 한ㆍ중미 FTA, 본 보고서에서 분석에
포함시킨 한ㆍMERCOSUR FTA, TPP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가입이나 APEC 회원국간의 아ㆍ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
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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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로 둔화되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음.

- 2017년에 세계무역(가격 기준)은 세계경제 회복,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나 2018년에는 세계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경상가격 기준)이 2011년 1.74에서 2012~14년 기간에는 0.20~0.58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함.

-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은 1.0 수준에 머물다 2016년에 0.6 수
준까지 하락하였는데,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지난 36년
동안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에 처음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세계무역의 성장패턴이 종전과 달라지고 있는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세계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
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에 따
른 것으로 예상됨.

- 세계무역 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2018년 중 우리나라 무역의 증가추세가 완
만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운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부표 1 참고).
- 본 연구는 세계무역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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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 23.0%나 급격하게 감소됨(부그림 1 참고).

-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
-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
각 12.5%와 3.1%가 감소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됨.

- 세계무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22% 수준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
지 상승했으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1년에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하
락(부그림 2 참고)
[국별 권역별 현황]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평균을 하회하는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음(부표 2 참고).

-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
타남.
-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
축으로 등장하고 있음.
[산업별 현황] 금속, 기타 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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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
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함(부그림 3 참고).

-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임.

2)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한 원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음.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 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부표 3, 부그림 4~6 참고).

-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세계의 공장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음(부그림 7 참고).

-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
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 중간재수요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의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
장에 기여해왔음.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음(부그림 8 참고).

-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의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 관세인하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되는 현상을
반영함.

- 그러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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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부표 4 참고)

3)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
세계적 무역둔화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회복되었다가,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총부가가치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부표 5 참고).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
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부표
6 참고).

-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업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무역
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의미함.
-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은 세계적인 무역둔화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
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부표 7 참고).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
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났음(부표 8 참고).
-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활동이 최근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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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되고 있음.

-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 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 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음.

-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 서비스산업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
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임.

-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도가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도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음.

3. 정책 제언
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요인을 평가해보면 석유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효과와 이
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의
회복시기에 자본재의 교역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세계무역(가격 기준)의 성장세는 2017년과 다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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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이를 뒷
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ㆍ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관행과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함. 특히 반도체 등 주력산업
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
목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아울러 핵심 기술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부표 9~10 참고).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함.

- 또한 국제분업구조에서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기업의 생산기지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신제품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기반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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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함. 최근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호주의
가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함.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과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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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본 연구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57

[부록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세계무역의 구조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Constantinescu et al.(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무역 둔
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상품 수요의 구조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음.

- 특히 Boz et al.(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
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상품 수요의 구조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무역 둔화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t al.(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무역 둔화의 원인
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상품 수요의 구성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무역 둔화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꼽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상품 수요의 구조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
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음.

- 특히 본 연구는 이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
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지수를 측정하고 주요
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
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음.

2) 세계무역의 변동요인 분해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요인을 분해하고 있음.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
(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
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무역 둔화요인을 분석

-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
였는데,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ㆍ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 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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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등으로 분해
-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
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
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 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 등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

-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상품 수요의 구
조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
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임.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2000~14년 기간)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국별로 세
부적인 분해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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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관련 통계 및 분석결과
부표 1.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별 무역 추이
2008

2009

2010

(단위: 십억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중국

91.4

86.7

116.8

134.2

134.3

145.9

145.3

137.1

124.4

65.5

미국

46.4

37.6

49.8

56.2

58.5

62.1

70.3

69.8

66.5

34.0

EU

58.6

48.5

57.6

57.1

50.8

49.7

52.8

48.7

46.8

28.1

일본

28.3

21.8

28.2

39.7

38.8

34.7

32.2

25.6

24.4

13.3

아세안

49.3

41.0

53.2

71.8

79.1

82.0

84.6

74.8

74.5

46.2

기타

148.2

128.0

160.8

196.2

186.2

185.4

187.5

170.7

158.9

92.2

전 세계

422.0

363.5

466.4

555.2

547.9

559.6

572.7

526.8

495.4

279.3

<수입>
중국

76.9

54.2

71.6

86.4

80.8

83.1

90.1

90.3

87.0

47.7

미국

38.4

29.0

40.4

44.6

43.3

41.5

45.3

44.0

43.2

26.0

EU

40.0

32.2

38.8

47.5

50.4

56.2

62.4

57.2

51.9

27.5

일본

61.0

49.4

64.3

68.3

64.4

60.0

53.8

45.9

47.5

27.1

아세안

40.9

34.1

44.1

53.1

52.0

53.3

53.4

45.0

44.3

25.6

기타

178.1

124.1

166.1

224.5

228.7

221.4

220.6

154.1

132.3

80.3

전 세계

435.3

323.1

425.2

524.4

519.6

515.6

525.5

436.5

406.2

234.2

주: 2017년은 1~6월의 누계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표 2.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연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EU

호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2006

27.2

8.7

14.4

14.7

13.0

16.0

16.8

16.7

7.7

22.7

2007

25.7

10.4

14.2

12.1

16.6

16.1

13.5

8.8

8.2

27.6

13.2

2008

17.3

9.5

13.6

11.8

11.1

31.2

26.0

7.2

8.6

15.6

20.1

2009

-15.9

-25.7

-13.9

-18.7

-22.7

-17.2

-23.9

-21.2

-30.7

-7.0

-15.0

2010

31.3

32.6

28.3

20.9

12.3

37.8

34.1

29.9

22.6

34.9

35.4

2011

20.3

6.9

19.1

16.0

17.6

27.9

26.8

17.1

16.5

37.8

29.0

2012

7.9

-2.9

-1.4

4.3

-4.6

-4.9

-5.4

6.1

0.9

-3.2

-6.6

2013

7.8

-10.5

2.1

2.1

4.5

-1.5

-0.2

2.5

0.7

6.0

-3.9

2014

6.0

-3.4

2.3

2.7

1.3

-5.1

-6.9

4.5

3.6

0.8

-3.4

2015

-2.7

-9.5

-8.0

-7.2

-12.5

-21.7

-15.1

-4.2

-14.0

-16.2

-14.7

2016

-6.3

3.2

-5.9

-3.4

-1.4

1.5

-3.4

-1.8

-4.6

-1.6

-4.5

17.7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http://data.imf.org/myprofile?sk=634b4858-c3dd-4b63-88c1-e8a485a31bac(검색일: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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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세계 전체의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연도

전체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2005

15.7

17.2

12.0

13.1

2006

14.3

15.2

12.2

12.4

2007

16.6

17.0

14.8

16.5

2008

15.7

17.2

15.2

10.8

2009

-22.1

-24.8

-15.6

-16.3

2010

23.6

25.4

23.7

17.9

2011

14.7

16.4

5.2

15.0

2012

8.7

3.4

16.7

22.0

2013

1.0

1.3

-5.0

3.6

2014

1.3

0.5

0.7

3.8

자료: WIOD2016을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표 4. 수입제한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2008.10
~2012.10

2012.10
~2013.11

2013.11
~2014.10

2014.10
~2015.10

2015.10
~2016.10

2008.10
~2016.10

세계 수입 비중

3.5

1.3

0.8

0.96

0.89

5.0

G20 수입 비중

4.4

1.6

1.1

1.24

1.15

6.5

주: 2008년 10월 이후 새롭게 발동된 무역제한조치를 대상으로 계산하였으며, 2008년 10월~2016년 10월 기간의 수치는 2008.10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해제된 수입 비중을
제외한 수치임. 수입은 전년도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WTO(2016b), p. 21의 Table 3.2와 WTO(2012), p. 8의 Table 2 참고.

부표 5. 연도별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 변화분의 분해
연도

총부가가치

2000

32,302,890

5,435,385

2001

32,126,259

5,290,965

-144,420

(단위: 백만USD)

수출부가가치(VAX) 수출부가가치변화(ΔVAX) 부가가치계수변화(C(Δv)) 투입구조변화(C(ΔL)) 최종수요변화(C(Δf))
-15,382

-57,579

-71,459

2002

33,451,565

5,542,405

251,440

28,996

-9,020

231,465

2003

37,520,491

6,412,374

869,969

-20,840

86,967

803,841

2004

42,242,542

7,671,965

1,259,591

-51,727

224,573

1,086,745

2005

45,786,494

8,640,109

968,143

-134,252

286,078

816,318

2006

49,607,765

9,813,317

1,173,208

-93,691

265,021

1,001,878

2007

55,937,885

11,448,979

1,635,662

-83,411

190,180

1,528,893

2008

61,588,028

12,958,541

1,509,562

-147,013

411,907

1,244,668

2009

58,162,182

10,627,747

-2,330,793

110,056

-839,748

-1,601,101

2010

63,462,312

12,401,589

1,773,842

-51,917

409,678

1,416,080

2011

70,436,380

14,420,059

2,018,470

-148,428

480,594

1,686,304

2012

71,874,378

14,493,342

73,283

-383

-31,876

105,542

2013

73,718,790

14,836,776

343,434

-61,400

98,814

306,019

2014

75,447,226

15,121,293

284,517

-23,138

-80,805

388,459

자료: WIOD2016로부터 저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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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기간별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 변화 기여분과 비율

(단위: 백만USD, %)

구조적 요인(Δv+ΔL)

최종수요변화:
경기적 요인(Δf)

1,398,126

880,807

6,642,349

7,523,156

(18.6%)

(11.7%)

(88.3%)

(100.0%)

연도

부가가치계수변화(Δv)

투입계수변화(ΔL)

2000~08

-517,320

(기여율)

(-6.9%)

합계

2008~11

-90,289

50,524

-39,765

1,501,283

1,461,518

(기여율)

(-6.2%)

(3.5%)

(-2.7%)

(102.7%)

(100.0%)

2011~14

-84,921

-13,866

-98,787

800,020

701,234

(기여율)

(-12.1%)

(-2.0%)

(-14.1%)

(114.1%)

(100.0%)

2000~14

-692,530

1,434,785

742,255

8,943,653

9,685,908

(기여율)

(-7.1%)

(14.8%)

(7.7%)

(92.3%)

(100.0%)

2008~10

58,139

-430,070

-371,931

-185,021

-556,952

(기여율)

(-10.4%)

(77.2%)

(66.8%)

(33.2%)

(100.0%)

2010~14

-233,348

466,728

233,380

2,486,324

2,719,704

(기여율)

(-8.6%)

(17.2%)

(8.6%)

(91.4%)

(100.0%)

2008~14

-175,210

36,658

-138,551

2,301,304

2,162,752

(기여율)

(-8.1%)

(1.7%)

(-6.4%)

(106.4%)

(100.0%)

자료: [부표 5]로부터 산출.

부표 7. 연도별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 변화분의 분해
연도

수출부가가치(VAX)

2000

135,664

2001

121,975

-13,689

244

-10,073

-3,860

2002

132,420

10,446

-804

3,586

7,663

2003

154,011

21,591

-1,892

4,728

18,755

2004

198,394

44,383

-851

11,688

33,546

2005

221,239

22,845

-5,619

8,138

20,326

2006

244,395

23,157

-5,638

3,889

24,905

2007

284,763

40,368

-1,213

9,674

31,907

2008

302,895

18,132

-13,243

-11,549

42,925

2009

273,608

-29,288

2,799

-18,522

-13,565

2010

335,592

61,984

988

10,139

50,857

2011

390,746

55,154

-11,970

9,636

57,488

부가가치계수변화(C(Δv))

투입구조변화(C(ΔL))

최종수요변화(C(Δf))

2012

407,579

16,834

3,339

1,899

11,596

2013

433,981

26,402

12,590

10,016

3,795

2014

458,031

24,049

2,074

16,486

5,489

자료: WIOD2016로부터 저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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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우리나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의 시기별 기여율
2000~14년

(단위: 백만USD, %)

2000~08년

2008~14년

2011~14년

구조적

30,539

9.5%

-8,935

-5.3%

39,475

25.4%

46,405

69.0%

경기적

291,827

90.5%

176,167

105.3%

115,660

74.6%

20,880

31.0%

합계

322,367

100.0%

167,232

100.0%

155,135

100.0%

67,285

100.0%

자료: WIOD2016로부터 저자 산출.

부표 9. 우리나라 교역제품의 기술수준별 수출입액과 비중 변화 추이
2000

2010

2015

2016

2017

2000

2010

<수출액, 십억 달러>
고급기술

63.4

140.4

2015

2016

2017

<수입액, 십억 달러>

152.1

143.6

81.5

44.6

73.6

94.0

94.2

49.9

중ㆍ상 기술

45.6

165.0

210.6

200.0

108.8

35.5

102.7

110.8

107.2

62.3

중ㆍ하 기술

26.7

104.5

103.5

97.0

58.3

19.1

68.8

57.7

53.3

29.5

저급기술

26.1

23.1

25.7

25.5

12.6

16.5

34.5

47.8

48.5

25.1

에너지

9.3

31.8

32.3

26.8

16.7

37.9

121.7

102.8

81.0

54.5

기타

1.1

1.5

2.6

2.6

1.4

6.8

23.8

23.5

22.0

12.9

전체

172.3

466.4

526.8

495.4

279.3

160.5

425.2

436.5

406.2

234.2

<수출 비중, %>

<수입 비중, %>

고급기술

36.8

30.1

28.9

29.0

29.2

27.8

17.3

21.5

23.2

21.3

중ㆍ상 기술

26.5

35.4

40.0

40.4

38.9

22.1

24.2

25.4

26.4

26.6

중ㆍ하 기술

15.5

22.4

19.6

19.6

20.9

11.9

16.2

13.2

13.1

12.6

저급기술

15.1

5.0

4.9

5.1

4.5

10.3

8.1

10.9

11.9

10.7

에너지제품

5.4

6.8

6.1

5.4

6.0

23.6

28.6

23.5

19.9

23.3

기타

0.6

0.3

0.5

0.5

0.5

4.3

5.6

5.4

5.4

5.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7년은 1~6월의 누계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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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별ㆍ시기별 수출입증가율 추이
(단위: %)

수출

수입

2001~
16년

2001~
08년

2011~
16년

2017년

2001~
16년

2001~
08년

2011~
16년

2017년

고급기술

6.1

9.6

0.5

20.7

5.4

6.2

4.3

10.6

중ㆍ상 기술

10.7

16.1

3.8

11.0

8.0

13.4

0.9

19.3

중ㆍ하 기술

9.4

17.9

-0.6

17.1

8.7

20.2

-3.7

14.9

저급기술

0.1

-2.4

1.9

0.9

7.5

8.9

6.2

8.7

에너지제품

11.7

22.6

1.4

36.2

8.4

19.4

-3.2

50.4

기타

8.0

10.9

10.3

23.1

9.3

16.3

0.4

19.9

전체

7.7

12.5

1.4

15.8

7.3

13.9

-0.1

21.3

주: 2017년은 1~6월의 누계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그림 1.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2006~16년)

(단위: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ss=1390030109571(검색일: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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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 세계 무역의 GDP 비중 추이(2005~15년)

주: 세계 수출입 평균치를 GDP로 나누어 산출.
자료: WTO(2016a), p. 11.

부그림 3. 물량 기준 세계무역과 실질 GDP 증가율 추이(2005~15년)

(단위: %)

자료: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17_e/pr791_e.htm(검색일: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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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 세계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현황

자료: WIOD Release 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5. 세계 중간재 수요 현황(국산, 수입)

자료: WIOD Release 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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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6. 세계 온쇼어링 비중 변화

(단위: %)

주: 세계 산업별 온쇼어링 비중은 13개국(ROW 포함)의 산업별 온쇼어링 비중의 평균값을 사용함.
자료: WIOD Release 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7. 중국 생산 최종재와 중간재의 내수 비중(판로 기준)

(단위: %)

자료: WIOD Release 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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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8.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길이

자료: WIOD2016을 이용하여 저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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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논의가
선진국 위주로 진행
한국을 포함한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 2016년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약 28조 달러 규모로 성장(USITC 2017)
-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규모도 2013년에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는 기업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약 82% 증가(통계청)
선진국 위주로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수립 논의가 진행

- 미국은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디지털시장 관련 조항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음.
- 유럽연합은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2) 디지털상거래 관련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단기 및 중장기적 정
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미진
* 디지털상거래 관련 논의의 예: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ㆍ중ㆍ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
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ㆍ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

- 한국의 디지털상거래에 관한 기업 또는 산업 단위의 다각적인 분석은 미진
- 따라서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극히 드묾

-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교역 및 노동수요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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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이 전무함.
-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음.

3)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기업과 소비자 간(B2C) 디지털상거래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2010~16년 디지털상거래 품목의 국가별/품목별/기업구분별 연간 수
출입통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일반상품 수출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3년까지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총규모는 2010년 200만 달러에서 2013년 2,400만
달러로 열 배 이상 증가, 2014∼16년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연평균 83.8%의 성장
-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6년에 57.1%로 가장 높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상품무역에서 중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해 약 20%인 것에 비하여 약 세 배 높음.
기업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 구성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높으며 수출가격은 꾸준
히 감소하는 추세

- 2016년 현재 소비재 비중은 전체 디지털상거래 수출의 93%를 차지하며, 소비재 품목의 가격
은 영세하여 2016년 수출가격의 중간값은 건당 69달러에 불과
-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의 소비재 수출가격의 평균은 311달러에서 181달러로 크게 하락

2)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디지털집중도*와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체 수출금액과 수출
상품 수 및 상품당 평균 수출금액이 모두 높음.

* 디지털집중도는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임.
- Osnago and Tan(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종속변수로 총수출값을 사용(이를 평균수출값과
상품수로 분해)하고 독립변수로는 디지털집중도를 사용, 주요 통제변수로 인터넷 발달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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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무역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무역비용을 감소
시키며, 무역비용의 감소는 경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함.

- 이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4~16년 사이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가격분포가 점점 낮아지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

3) 산업수준 분석에서 서비스업은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보임
한국의 경제총조사와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실증분석에서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모형
(OLS regression)과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함.
분석결과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반면에 제조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
할 수 없었음.

- 제조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분포의 여러 분위 수준에서 점검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고용파괴 간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음.

4) 기업수준 분석을 통해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기업의 임금보다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기업의 관찰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과 디지털상거래 더미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로 인해 디지털상
거래의 노동에 대한 효과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기법 사용

디지털상거래 활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증가는 노동보상액의 증가를 수반하는 반면 일인당 노동보상액은
대체로 정체하거나 감소하여 전체 노동보상액의 증가가 임금보다는 고용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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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고용 중에서 상용직에 대한 고용효과는 소폭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상용직
노동보상에 대한 효과도 더 큰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디지털상거래의 고용효과가 가장 크며, 농업과 광업에서는 실질적 효과
가 발견되지 않음.
한편 분석결과는 기업의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직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

3. 정책 제언
1)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정책 확대 및 홍보
일반상품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달리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

-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가 도소매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로 인한 것임.
- 무역비용의 감소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디지털상거래 수
출액이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디지털상거래 관련 정부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수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

- 실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여러 정부사업에 지원한 기업 수가 최소 939개에서 최대
2,682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4,412개로 크게 증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에 대한 예산확충과 충분한 기업홍보를 통해 한국의 중소
기업이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기회를 모색하고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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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정책제언과 본 연구의 장과의 연계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통관절차 개선
(3장)

소비자 보호
(3장, 부록 5, 6)

무역
(4장)

고용
(5장)

디지털상거래

중소기업
(3장, 4장)

가계
(소비자이자 노동자)

중소기업 디지털상거래 정부지원정책

인적자원 양성, 재교육, 훈련프로그램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및 연구
자료: 저자 작성.

2)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중소기업이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 시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비용이 클 수 있음.

- 디지털상거래 수출통계의 차이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시 신고건당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건당 1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
- 소비재 위주의 소액상품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건당 소요되는 시간비용과
신고건당 발생하는 금전비용이 중소기업에 과한 부담으로 작용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빈번한 디지털상거래 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

이에 따라 1)에서 제시한 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
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3) 디지털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장치 확대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ㆍ소비자 간(B2C) 디지털상거래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거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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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증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들도 증가

- 2017년 상반기에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불만이 전년동기대비 46.4% 증가한 수치
인 5,721건이 접수(소비자의 불만이 전년동기대비 114.4% 증가)
국경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명시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나 규범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
정책당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강화할 필요

- 강화된 소비자보호가 국경간 디지털상거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중소기업에 소비자보호 이슈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보
호의 최적보호수준에 대한 고민 필요

4) 한ㆍ중ㆍ일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력
한ㆍ중ㆍ일 3국간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교역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고용증진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 향후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로서 가치가 높음.
- 한ㆍ중ㆍ일 3국간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경제주체는 중소
기업과 소비자임.
한ㆍ중ㆍ일 3국간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정책당국은 협력가능한 분야인 국경간 B2C
디지털상거래 상품교역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

5) 디지털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정책당국은 디지털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시 노동시장에서 야기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일 필요

-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 디지털상거래가 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 반면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수준에서 일인당 노동보상액이 대체로 정체하거
나 감소하는 점과 특히 상용직의 일인당 노동보상이 디지털상거래 활용 후 대체적으로 부정적으
로 나타난 점을 상기할 필요
디지털상거래와 관련된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자원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다양한 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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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 정비 필요

- 디지털상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기업
이 고용자를 수요하는 패턴이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파괴되는 노동자원의 배분
배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6) 포괄적인 디지털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와 관세청 자료 정도에 불과

우리나라 데이터상거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확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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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표 1.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규모

(단위: %, 조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거래액

517

630

672

824

1,000

1,147

1,204

-

-

-

기업·소비자 간
(B2C)

10
(2.0)

11
(1.8)

12
(1.8)

16
(1.9)

19
(1.9)

21
(1.8)

24
(2.0)
45

54

66

소비자간(C2C)

5
(1.0)

6
(1.0)

8
(1.2)

9
(1.0)

10
(1.0)

12
(1.0)

13
(1.1)

기업간(B2B)

464
(89.9)

560
(88.9)

593
(88.2)

747
(90.6)

913
(91.3)

1,051
(91.7)

1,096
(91.0)

-

-

-

기업ㆍ정부 간(B2G)

37
(7.1)

52
(8.3)

59
(8.8)

53
(6.4)

58
(5.8)

62
(5.4)

71
(5.9)

-

-

-

주: 1) ( ) 안은 비중.
2) 2014년 이후 B2B, B2G 통계 작성 중지(2014∼16년간 총거래액 미산출), 2014년 이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B2C와 C2C의 합계(통계청 자문)
자료: 통계청 통계로 저자 정리.

표 2. 디지털상거래 수출 통계 차이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통계청 자료(a)

645

1,113

1,976

관세청 자료(b)

45

154

262

통계 차이

600

959

1,714

a/b

14.3

7.2

7.5

주: 원화 표시된 통계청 자료에 환율 적용하여 단위(달러) 통일.
자료: 한국은행 주요 경제지표, 통계청, 관세청 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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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지털집중도와 수출: 기업 전체

 (전체)

(1)

(2)

(3)

(4)

(5)

(6)

ln  

ln 

ln

ln  

ln 

ln

3.288***

1.660***

1.627***

(0.580)

(0.196)

(0.434)
2.614***

1.183***

1.431**

(0.683)

(0.210)

(0.566)

 (전체)
ln 

-2.562*

-0.638

-1.924

-2.531*

-0.627

-1.904

(1.317)

(0.390)

(1.179)

(1.353)

(0.401)

(1.195)

ln  

0.0763

0.0238

0.0524

-0.0106

-0.0186

0.00802

(1.086)

(0.314)

(0.984)

(1.088)

(0.313)

(0.986)

Constant

15.51**

2.062

13.45**

15.85**

2.244

13.60**

(7.274)

(1.842)

(6.666)

(7.343)

(1.858)

(6.699)

관측치

15,493

15,493

15,493

15,493

15,493

15,493

R-squared

0.267

0.137

0.270

0.266

0.133

0.270

주: ***는 1%, **는 5%, *는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산업고정효과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단위 산업을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 디지털집중도와 수출: 수출기업 중심으로

 (수출기업)

(1)

(2)

(3)

(4)

(5)

(6)

ln  

ln 

ln

ln  

ln 

ln

4.239***

1.854***

2.385***

(0.377)

(0.132)

(0.280)
2.096***

1.128***

0.968***

(0.184)

(0.0657)

(0.141)

 (수출기업)
ln 
ln  
Constant

-1.965

-0.748*

-1.217

-1.923

-0.718*

-1.205

(1.347)

(0.410)

(1.186)

(1.402)

(0.404)

(1.221)

0.159

-0.00384

0.163

0.195

0.0237

0.172

(1.068)

(0.318)

(0.950)

(1.126)

(0.324)

(0.979)

14.01*

2.440

11.57*

13.39*

2.034

11.35*

(7.272)

(1.874)

(6.503)

(7.686)

(1.912)

(6.719)

관측치

13,940

13,940

13,940

13,940

13,940

13,940

R-squared

0.292

0.154

0.294

0.290

0.157

0.292

주: ***는 1%, **는 5%, *는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산업고정효과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단위 산업을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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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순고용증가율(제조업)
디지털집중도 1

디지털집중도 2

주: 가로축은 분위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디지털집중도 변수의 계수값을 의미. 점선은 OLS에 의한 계수값을 의미하며 실선은 Quantile regression에 의한 계수값을 의미.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고용창출(제조업)
디지털집중도 1

디지털집중도 2

주: 가로축은 분위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디지털집중도 변수의 계수값을 의미. 점선은 OLS에 의한 계수 값을 의미하며 실선은 Quantile regression에 의한 계수값을 의미.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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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고용파괴(제조업)
디지털집중도 1

디지털집중도 2

주: 가로축은 분위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디지털집중도 변수의 계수값을 의미. 점선은 OLS에 의한 계수 값을 의미하며 실선은 Quantile regression에 의한 계수값을 의미.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순고용증가율(서비스업)
디지털집중도 1

디지털집중도 2

주: 가로축은 분위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디지털집중도 변수의 계수값을 의미. 점선은 OLS에 의한 계수 값을 의미하며 실선은 Quantile regression에 의한 계수값을 의미.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0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그림 5.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고용창출(서비스업)
디지털집중도 1

디지털집중도 2

주: 가로축은 분위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디지털집중도 변수의 계수값을 의미. 점선은 OLS에 의한 계수값을 의미하며 실선은 Quantile regression에 의한 계수값을 의미.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6. 분위에 따른 디지털집중도 계수: 고용파괴(서비스업)
디지털집중도 1

디지털집중도 2

주: 가로축은 분위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디지털집중도 변수의 계수값을 의미. 점선은 OLS에 의한 계수값을 의미하며 실선은 Quantile regression에 의한 계수값을 의미.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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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향점수 매칭 분석결과: 총노동자 수과 상용직 노동자 수

(단위: 명)

총노동자 수
처치집단

농업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통제집단

차이

상용직 노동자 수
표준편차

처치집단

통제집단

차이

표준편차

매칭 전

13.351

14.163

-.812

1.982

9.450

10.067

-.617

1.416

매칭 후(1)

13.351

12.795

.555

1.798

9.450

9.784

-.333

1.429

매칭 후(3)

13.351

11.766

1.585

1.343

9.450

8.883

.567

1.041

매칭 후(4)

13.351

11.213

2.137

1.285+

9.450

8.458

.993

.983

매칭 후(5)

13.351

11.490

1.861

1.276

9.450

8.695

7.555

.972

매칭 전

29.781

23.233

6.548

2.173**

27.208

21.015

6.193

2.133**

매칭 후(1)

29.781

21.634

8.148

3.599*

27.208

19.190

8.018

3.548*

매칭 후(3)

29.781

21.820

7.961

3.520*

27.208

19.508

7.700

3.516*

매칭 후(4)

29.781

22.364

7.417

3.491*

27.208

20.040

7.167

3.486*

매칭 후(5)

29.781

22.273

7.508

3.456*

27.208

19.948

7.260

3.452*

매칭 전

20.245

11.421

8.825

.343**

14.854

8.182

6.672

.260**

매칭 후(1)

20.177

17.429

2.748

.793**

14.785

12.693

2.091

.686**

매칭 후(3)

20.177

17.691

2.485

.653**

14.785

12.897

1.887

.583**

매칭 후(4)

20.177

17.585

2.592

.626**

14.785

12.862

1.923

.560**

매칭 후(5)

20.177

17.613

2.564

.610**

14.785

12.891

1.893

.547**

주: 1) 처치집단은 디지털기업, 통제집단은 비디지털기업을 의미함.
2) 최근 접이웃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 분석결과이며, ( ) 안의 숫자는 매칭한 관측치의 수
3)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6.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 총노동보상액과 상용직 노동보상액

(단위: 백만 원)

총노동보상액

농업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상용직 노동보상액

처치집단

통제집단

차이

표준편차

처치집단

통제집단

차이

표준편차

매칭 전

278.35

378.06

-99.70

80.39

241.04

329.79

-88.75

62.79

매칭 후(1)

278.35

318.52

-40.16

53.34

241.04

285.75

-44.71

49.28

매칭 후(3)

278.35

300.82

-22.46

37.07

241.04

270.87

-29.83

34.98

매칭 후(4)

278.35

287.21

-8.85

34.14

241.04

255.31

-14.27

31.97

매칭 후(5)

278.35

291.48

-13.12

33.63

241.04

260.11

-19.07

31.47

매칭 전

1,166.86

727.77

439.09

152.48**

1,134.32

700.70

433.61

151.14**

매칭 후(1)

1,166.86

622.41

544.45

284.16+

1,134.32

589.36

544.95

283.97+

매칭 후(3)

1,166.86

652.02

514.83

285.42+

1,134.32

624.66

509.65

285.34+

매칭 후(4)

1,166.86

683.01

483.85

283.67+

1,134.32

655.47

478.83

283.61+

매칭 후(5)

1,166.86

668.76

498.10

281.46+

1,134.32

641.70

492.61

281.41+

매칭 전

571.97

262.16

309.81

14.55**

505.48

242.44

263.04

14.14**

매칭 후(1)

566.47

454.32

112.15

38.63**

499.97

404.88

95.09

37.46*

매칭 후(3)

566.47

480.41

86.05

35.89*

499.97

430.09

69.89

34.93*

매칭 후(4)

566.47

478.53

87.94

34.73*

499.97

429.80

70.17

33.77*

매칭 후(5)

566.47

481.72

84.75

34.12*

499.97

432.35

67.62

33.17*

주: 1) 처치집단은 디지털기업, 통제집단은 비디지털기업을 의미함.
2) 최근 접이웃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 분석결과이며, ( ) 안의 숫자는 매칭한 관측치의 수
3)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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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향점수 매칭 분석결과: 일인당 노동보상액과 상용직 노동보상액

(단위: 백만 원)

일인당 노동보상액

농업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상용직 일인당 노동보상액

처치집단

통제집단

차이

표준편차

처치집단

통제집단

차이

표준편차
1.315+

매칭 전

19.946

22.386

-2.110

1.431+

23.694

26.010

-2.315

매칭 후(1)

19.946

22.314

-2.368

1.493

23.694

25.202

-1.508

1.470

매칭 후(3)

19.946

22.239

-2.293

1.295+

23.694

25.583

-1.889

1.380

매칭 후(4)

19.946

22.651

-2.705

1.213*

23.694

25.913

-2.219

1.285*

매칭 후(5)

19.946

22.364

-2.418

1.160*

23.694

25.575

-1.880

1.223
.141**

매칭 전

20.742

21.509

-.766

.140**

22.922

23.875

-.953

매칭 후(1)

20.742

20.675

.068

.196

22.922

23.100

-.178

.197

매칭 후(3)

20.742

20.921

-.178

.161

22.922

23.341

-.419

.162*

매칭 후(4)

20.742

20.992

-.249

.158

22.922

23.405

-.483

.159**

매칭 후(5)

20.742

21.033

-.291

.155+

22.922

23.446

-.524

.156**

매칭 전

21.249

13.733

7.516

.135**

25.164

20.436

4.728

.139**

매칭 후(1)

21.246

20.859

.387

.203*

25.161

25.233

-.072

.212

매칭 후(3)

21.246

20.948

.298

.196

25.161

25.442

-.280

.206

매칭 후(4)

21.246

20.946

.300

.172+

25.161

25.456

-.295

.183

매칭 후(5)

21.246

20.922

.324

.159*

25.161

25.438

-.276

.169

주: 1) 처치집단은 디지털기업, 통제집단은 비디지털기업을 의미함.
2) 최근 접이웃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 분석결과이며, ( ) 안의 숫자는 매칭한 관측치의 수.
3)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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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음.

-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5조 달러가 매년
부패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
-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
서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음.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방지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
이지는 않음.

-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정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
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
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
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음.

-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기대되는 무역증대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
의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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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한국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한국은 부패 척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부패방지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통제하여 왔음.

- 2001년 7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 전담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2)의 설립 이후 사회
부조리 타파와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확충하고 보완하고 있음.
- 2016년에는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으
로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함.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 「UN 반부패국제협약」 원년 멤버로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공정한
국제거래질서 확립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 G20, APEC이 주도하는 부패방지 국제 논의 참여와 이행을 도모함.

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보완노력과 다각적인 국제협력 공조활동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
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국제사회와 국내여론은 한국사회의 부패관행은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평가에서 한국은 53점(100점 만점)을 받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함(2017년 1월).

- 2016년 기준 TI 평가에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임.
- 부패방지시스템 관리와 운영주체인 대통령, 국회의원(입법부), 관료집단, 사법부에 대한 불신풍
조가 뿌리 깊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정부의 부패방지정책 운영이 아주 미흡하다는 응답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최고수준인 76%에
육박

CPI 지수 외의 다른 부패평가지수에서도 한국의 청렴도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며 대체적으로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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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산출한 한국의 2015년 Asian Intelligence 지수는
6.28로 아시아의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라는 결과를 보고함.
- World Economic Forum(2016)은 2016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지수는 전년에 이어 26위의 수
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인에 대한 신뢰(96위), 비정상적인 지급 혹은 뇌물(52위) 관련 부문
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7년 현재 조사대상 63개국 가
운데 29위로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 효율성 평가항목인 뇌물과 부패비리 분야는
전년대비 6단계 하락한 40위에 그침.
- 기업의 ‘윤리이행’ 평가에서 한국은 10점 만점 4.92점으로 기업윤리의식이 아시아 최하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3) 부패방지제도 개선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함의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ㆍ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국가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임.

- 한국의 개선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부패인식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국
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매우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① 부패통제와 무역비용
부패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
은행의 부패통제지수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다음 결과를 도출하였음.

- 부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0.461이고 미
국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의미함.

② 부패방지효과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시나리오 I

- 시나리오 I은 한국이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해 단기와 중장기 달성 수준과 목표에 차이를
둔다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이 I-1, I-2, I-3로 구분하여 효과를 추정하였음.
- 시나리오 I-1: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APEC 평균에 해당되는 54.62로 향상시킴(단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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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I-2: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OECD 평균과의 격차를 50% 줄이는 60.82로 향상시킴
(중기전략).
- 시나리오 I-3: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OECD 평균에 해당되는 68.63으로 향상시킴(장기전략).
시나리오 II

- 시나리오 II-1: 전 세계 국가 부패인식지수의 5% 향상
- 시나리오 II-2: 전 세계 국가 부패인식지수의 10% 향상

③ 부패방지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함의
한국의 부패방지수준(CPI 기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
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한다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음.

- 한편 우리나라 부패방지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
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증가의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전 세계 부패방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도 매우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 세계 부패인식수준이 일률적으로 10% 향상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전 세계 후생증가가
약 1조 6,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 자체의 부패 수준 향상이 첫 번째 과제이지만, 동시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국의 부패수준 향상이 우리나라의 수출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함.
- 그러므로 전 세계의 부패방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임.

상기 분석결과는 부패방지가 사회결속력 제고, 자율적 시민사회 확립 및 민주주의 실현 등과 같은 사회
및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교우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가치가 지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부패인식수준(CPI)의 일시적인 상승이 유발하는 전시효과와는 구별됨.
- OECD 평균은 경제력, 기술력, 제도, 시민의식, 문화적 단계가 프랑스와 일본에 필적하는 수준
으로 격상을 의미함.

부패방지 개선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ㆍ경제적 혜택이 우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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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한국의 부패통제기능 제고의 유익이 현시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한 개선과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정부의 확고한 부패척결의지 천명 및 이행
부패방지 추진체계와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가 실천
되어야 할 것임.

- 부패척결이 한국의 도덕적 권위를 높이고 국가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최고통
치자의 단호한 의지가 국내외적으로 공표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구현함.

2) 부패방지 협조체제 구축
부패방지 통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일반국민과 전문가집단 간의 소통과 공조체제 강화가
요망됨.

- 공권력 중심의 부패통제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정책조율과 사회합의를 존중함.

3) 부패방지제도 보완과 무관용원칙 강화
부패를 유발하는 각종 법, 제도, 처벌 관행을 과감하게 보완하고 재정비하여야 함.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과 영국 뇌물규제법
(Bribery Act)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부패공급자와 부패수요자에 대한 ‘무관용주의’원칙 정립
과 엄격한 처벌관행을 제도화함.

4) 부패 감시문화 확산
사회 모니터링시스템과 부패유발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문화가 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임.

- 부패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조직 내에서 배신자나 밀고자로 취급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폐
쇄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함.
- 지속가능한 부패방지 문화 확산을 위한 투명사회협약 같은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거버넌
스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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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의 윤리의식 제고와 지원체계 강화
기업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정부의 해외진출 한국기업과의 협력ㆍ지원 체계의 강화가 요망됨.

- 기업의 회계기준 보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부패방지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킴.
- 정부의 기업에 대한 부패방지 관련 국제적 논의 현황 정보제공 및 투자대상국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무를 촉구함.

6) 부패방지 전담기구의 통제권한 및 교육기능 확대 부여
부패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통제권한 부여와 교육기능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부패방지시스템 정착을 촉진함.

-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및 홍콩의 ‘염정공서’의 모범관행을 학습하여 맞춤형으로 적용함.

7) 부패방지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공조 선도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부패방지 노력은 한국의 무역비용 절감과 수출입 촉진을 위해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차질 없는 준수, 각료선언문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2018년 12월
에 예정된 제4단계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획득하여 국제사회의 한국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함.

G20 또는 APEC 정상 차원에서 부패인식수준(청렴도) 제고 목표를 설정하고 동료들의 압박(peer
pressure)을 수단으로 하는 평가시스템 도입가능성 타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고 합의를 유도함.

- 목표 설정에는 국별 부패방지수준 격차를 인정하여 신축성을 적용하며, 부패방지 능력배양사업
에 재정적 후원과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공여 방안을 검토함.

현재 한국이 당사자로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부패방지조항을 명문화하여 국제거래비용 감축과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에 기여함.

- 한ㆍ중ㆍ일 FTA, 한ㆍ에콰도르 SECA, 한ㆍ이스라엘 FTA를 대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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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표 1. 역대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및 정책의 특징
구분

문민정부

연도

1993~97

정책추진기구 및 법제도

반부패정책의 특징

공직자재산공개제도 도입
금융실명제 실시ㆍ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ㆍ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제정

부패통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통제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및 추진계획
마련 미흡
부패통제를 위한 법과 제도 면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차이가 없음.

부패방지종합대책 수립ㆍ부패방지법
제정ㆍ부패방지위원회 설치, 자금세탁방지법 및 관련
법 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립, 공무원행동강령 마련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등 부패방지정책의 가시적 효과
나타남.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제도의 실효성 논란으로
계속적인 보완과 수정 요구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07

투명사회협약, 백지신탁제도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한 부패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음.

이명박 정부

2008~12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무원징계 강등제도 신설,
뇌물수수의 2~5배 추징

과도한 법률적 관점의 접근으로 인하여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공익적 관점의 부패에 대한 통제 미흡

2013~현재

특별감찰관 제도, 상설특검 마련, 정부합동
부패척결단 운영,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운영,
범죄수익규제 및 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징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사안 중심의 반부패전략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함.
무관용원칙의 적용이 미흡

박근혜 정부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 p. 219(참여정부 이후 추가); 이종수(2011), 「한국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의 진화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p. 29, pp. 221~249, p. 228(참여정부 이전, 부방위자료 수정); 부패방지위원회(2003), 부패방지백서 2012,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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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1995~2016년)
연도

CPI 지수

순위 / 전체 조사대상국

1995

4.29

27위 / 41개국

1996

5.02

27위 / 54개국

1997

4.29

34위 / 52개국

1998

4.2

43위 / 85개국

1999

3.8

50위 / 99개국

2000

4.0

48위 / 101개국

2001

4.2

42위 / 91개국

2002

4.5

40위 / 102개국

2003

4.3

50위 / 133개국

2004

4.5

47위 / 146개국

2005

5.0

40위 / 159개국

2006

5.1

42위 / 163개국

2007

5.1

43위 / 180개국

2008

5.6

40위 / 180개국

2009

5.5

39위 / 180개국

2010

5.4

39위 / 178개국

2011

5.4

43위 / 183개국

2012

561)

45위 / 176개국

2013

55

46위 / 177개국

2014

55

43위 / 175개국

2015

56

37위 / 168개국

2016

53

52위 / 183개국

비고
문민정부(1993~97년)
부패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제정 등의 포괄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로 형식적으로 전락함.

국민의 정부(1998~2002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여 범죄수익 은닉 등을 규제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반부패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사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었음.

참여정부(2003~07년)
부패를 공직에서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투명사회협약 체결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CPI 지수가 2008년 0.5점 상승하는 데 기여함.

이명박 정부(2008~12년)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고, 뇌물수수액의 2~5배 추징 등 사후 처벌을 통한 부패에
대한 접근으로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음.

박근혜 정부(2013~16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위층 비리에 대해
특별감찰관제도, 상설특검을 마련하였으나 국정농단사태가 벌어지면서 정권이 교체됨.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CPI 지수에 반영 전임.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https://www.transparency.org/research/cpi/cpi_early/0/;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 pp.
199~219 취합.

1) CPI 점수는 2011년까지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2012년부터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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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CPI 변동 추이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omepage CPI 2016 data set, https://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 G20, APEC 회원국 평균 부패인식지수(2016년)
G20 회원국

부패인식지수

인지 순위

APEC 회원국

부패인식지수

순위

독일

81

10

뉴질랜드

90

1

영국

81

10

싱가포르

84

7

호주

79

13

캐나다

82

9

미국

74

18

호주

79

13

일본

72

20

홍콩

77

15

프랑스

69

23

미국

74

18

캐나다

82

9

일본

72

20

EU

59.91

칠레

66

24

한국

53

52

대만

61

31

이탈리아

47

60

브루나이

58

41

사우디 아라비아

46

62

한국

53

52

남아공

45

62

말레이시아

49

55
79

터키

41

64

중국

40

브라질

40

75

인도네시아

37

90

중국

40

79

페루

35

101
101

인디아

40

79

필리핀

35

인도네시아

37

90

태국

35

101

아르헨티나

36

95

베트남

33

113

멕시코

30

123

멕시코

30

123

러시아

29

131

러시아

29

131

파푸아 뉴기니

28

136

평균

54.62

평균

54.10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omepage CPI 2016 data set, https://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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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나리오 I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 달러)

정태 CGE 모형

자본축적 CGE 모형

I-1

I-2

I-3

I-1

I-2

I-3

후생

1.60

7.65

15.43

2.58

12.89

24.71

후생 평가금액

16,378

78,536

158,306

26,523

132,474

253,591

실질 GDP

0.86

4.12

8.36

2.40

12.01

22.99

수출

1.71

8.70

27.29

3.84

19.57

36.54

표 5. 시나리오 II-1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태 CGE 모형

자본축적 CGE 모형

후생

EV

실질 GDP

수출

후생

EV

실질 GDP

수출

한국

1.52

15,631

1.23

0.64

2.62

26,879

2.75

2.29

중국

0.65

40,722

0.60

2.47

1.08

67,898

1.14

2.51

일본

0.42

20,667

0.36

1.53

0.75

36,728

0.79

1.70

미국

0.38

51,708

0.37

2.47

0.55

74,779

0.61

2.79

아세안

1.57

28,843

1.22

0.56

3.06

56,439

3.22

3.15

EU

1.12

167,823

0.90

0.79

1.84

276,516

1.91

2.21

기타

0.71

138,401

0.65

1.38

1.39

269,187

1.39

2.11

주: EV는 후생 평가금액을 나타냄.

표 6. 시나리오 II-2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태 CGE 모형

자본축적 CGE 모형

후생

EV

실질 GDP

수출

후생

EV

실질 GDP

수출

한국

3.01

30,924

2.43

1.27

5.24

53,828

5.51

4.55

중국

1.3

81,500

1.21

4.88

2.17

136,544

2.29

5.00

일본

0.84

41,102

0.71

2.99

1.51

73,435

1.59

3.38

미국

0.76

103,981

0.75

4.81

1.11

150,468

1.23

5.52

아세안

3.11

57,298

2.42

1.09

6.18

113,911

6.5

6.30

EU

2.23

334,705

1.80

1.54

3.69

555,018

3.83

4.37

기타

1.43

277,283

1.30

2.70

2.79

540,829

2.79

4.18

주: EV는 후생 평가금액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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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특히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정책보다는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 20여 년간 관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비관세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
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1 참고).

그림 1. 관세와 비관세 조치 추이
(단위: 건, %)

주: 통계에 반영된 비관세조치는 총 7개(SPS, TBT, 수량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로 2000년대 이후 조치 건수가 미미한 관세 할당과 수출보조금은
제외
자료: World Bank, WTO(I-TIP, 2017. 9. 10, 방문).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동향에 따르면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한 이래 점차 증가하여 최근
에는 연간 약 3,0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음.

- 비관세조치 중 무역상기술장벽(이하 TBT)이 2016년 현재 전체 비관세조치로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동식물위생검역조치(이하 SPS)가 29%, 무역구제조치가 1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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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이후 신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선진국이 주도하고 신흥국들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둘째, 비관세조치 활용 비중이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되었음.
- 셋째, 과거에는 국경간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국
내정책과 연관된 분야로까지 정책범위가 확대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동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
살펴보았으며,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무역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UNCTAD 비관세조치 DB의 특징
비관세조치는 국제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정책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UNCTAD
비관세조치 DB는 각 국가의 국내 법령을 기반으로 구축됨.

- 비관세조치 분류는 MAST(Multi-Agency Support Team) 분류체계를 따르며, 이 분류체계는
비관세조치를 16개의 대분류와 236개의 하위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UNCTAD 비관세조치 DB는 각 조치와 관련된 품목의 HS 코드를 제시하고 있어 교역액 및 관세 자료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함.

- HS 코드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와 실제 교역액 자료의 연계를 통해 여러 통계적･실증적 방법
론을 적용할 수 있음.
- 일원화된 분류체계와 더불어 UNCTAD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구축된 각 국가의 자료는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높임.
참고로 UNCTAD 비관세조치 DB 이외에도 WTO 통보문을 기반으로 구축된 WTO I-TIP DB가 있음.

- WTO I-TIP DB의 가장 큰 장점은 연도별 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특정연도의 제소건, 조치건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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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TO/UNCTAD 비관세조치 DB의 특징 비교
기관

WTO I-TIP

UNCTAD

수집 기준

WTO 통보문 기반

국내 법령 기반

수집 방법

◦ WTO 회원국이 제출하는 통보문을 기초로 수집

◦ 각 국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
- UNCTAD가 자료구축과정에 개입하여 일관성 보장

대상 국가

◦ 모든 WTO 회원국

◦ 현재 56개국(점차 확장)

조치와 품목 연계

연도별
비관세조치 종류 및 분류

◦ 22개 산업 분류(HS 2단위까지 제공)
◦ 조치와 HS 품목 연계 가능
- 조치에 따라서는 조치와 연계되는 품목의 하부 HS - 각국의 최하부 세번(tariff line)까지 관련 HS 코드 제공
코드를 제출하기도 함
- 교역액 및 관세 자료와 연계 가능
◦ 연도별 조치 파악 가능

◦ 연도별 자료 수집 불가

◦ MAST 분류기준을 따르지만 주요 조치 9개에 대한 ◦ MAST 분류 기준
자료만 이용 가능
- 16개 대분류(236개 하위분류)

방법론

◦ 스톡 어프로치(the stock approach)
◦ HS 코드 기준으로 각 품목별 보고되는 조치의 수, 유형,
- 특정 시점에 발효 중(measures in force)인 조치만을 관련 법령 등을 식별
추출할 수 있음.
◦ 품목별 비관세조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더미변수 생성
◦ 국가간 비관세조치 통계 비교 및 이질성 식별
- 제소건(measures initiated)에서 제소철회된
건(measures withdrawn)을 제외하고 집계

양자간

◦ 일부 가능

◦ 가능

장점

◦ 연도별 추이 분석 가능
◦ 제소(통보)와 조치(발효)를 구분하여 수집 가능
◦ 양자간 비관세자료 제공
◦ 통보문에 제소건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해석상
왜곡위험 낮음.

◦ 세부 조치별 파악이 가능
◦ 법령에 기반하고 있어 정확성 및 투명성 담보
◦ 수집방식 일원화로 국가간 비교 가능한 자료 구축
◦ 국가별/산업별로 비교 가능

단점

◦ 무역 및 관세, 산업자료와의 연계에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낮음.
◦ 국가의 통보문에 의존하고 있어 시의성이 부족하고
누락되는 정보가 존재

◦ 해석상 왜곡에 주의
- 법령 내용을 정량화하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과대해석
가능성이 존재
◦ 자료의 수집 및 가공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많은 유형의 비관세조치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자료: 저자 작성.

2) 비관세조치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의 대(對)세계 및 대(對)한국 수입자료와
비관세조치 지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대상국가는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4개국(미국, 베트남, 일본, 싱
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네덜란드)이
며, 비관세조치는 다섯 가지 유형(SPS, TBT, 선적전검사, 수량제한조치, 가격통제조치)에 대해
서 분석을 실시함.
- 현황 분석에서는 건수, 빈도지수(frequency ratio), 범위지수(coverage ratio) 세 가지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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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으며, 범위지수의 경우 대(對)세계 값과 대(對)한국 값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
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 유형과 산업을 식별함.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큼.

-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모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건수를 기록함.
- 이외에 비관세조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TBT는 호주, 선적전검사는 인도네시아, 수량제한조치
는 브라질, 가격통제조치는 일본에서 많은 건수가 집계됨.
국가별,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의 농축수산업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학산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TBT는 농축수산업 및 제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다만 그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선적전검사, 수량제한조치, 가격통제조치의 경우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한국의 주요 6개 수출산업(가공식품, 화학,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에 대해서는 수입액 상위 5개국
의 비관세조치 수준을 대(對)한국 범위지수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함.

- 가공식품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미국, 태국, 베트남, 호주 모두에서
TBT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호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SPS의 영향을 크게 받음.
- 화학,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SPS보다는 TBT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TBT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와 기계 산업의 경우 가격통제조치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3)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황 분석과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분
석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무역모형인 헥셔·올린 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음.
이론모형에서는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패턴의 변화는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
(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선진국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이 도입될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의 순응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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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
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TBT는 그 특성상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TBT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 산업에
걸쳐 분석하였으며 SPS는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기에 농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
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함.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상당치는 각각 6.2%, 12.4%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섬유/의복/기타 산업의 관세상당치가 높게 나타남.

- 화학산업의 경우 SPS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에서 교
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됨.
본 연구에서는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 분석대상국가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보
다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보고서의 이론분석에 의하면 양국간에 기술격차가 존재할 경우 비관세조치가 기술장벽이 아
닌 기술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할 수 있음.
- 이에 IMF 분류를 기준으로 소득수준별로 국가를 구분하여 개도국·선진국, 개도국·개도국 혹은
선진국·선진국 간의 교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함.
SPS와 TBT가 농축수산업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개도국(수입)·선진국(수
출) 조합에서 비관세조치가 수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SPS는 농축수산업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는 SPS와 TBT가 모두 수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입국/수출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았음.

화학산업에서는 TBT가 모든 경우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PS의 경우 개도
국(수입)-선진국(수출)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02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그리고 기계 산업에서는 TBT가 모든 경우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전기/전자 산업에서의 TBT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 시
TBT는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TBT가 오히려
수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론 및 기존 선행연구들의 가설과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기술격차 등으로 인해 개도국의
특정 유형의 비관세조치가 장벽보다는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음.

3. 정책 제언
1)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현재의 WTO 체제에서는 관세를 임의로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관세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비관세조치의 경우 자국 산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수단인지, 자국민의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해 행사하는 정당한 국내 정책 수단인지 구분하기 어렵기에 경제 위기
시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 수단으로 비관세조치를 활용할 유인이 존재함.
- 향후 다자 혹은 양자 협상 시 단순히 상품 관세 협상에 얽매이기 보다는 규범 등 비관세조치를
포괄하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비관세장벽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
출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 시 TBT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이 국내기업이 이미 차용한 표준기술일 경우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초기 순응비용이 감소하므로 TBT가 오히려 우리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해외 비관세장벽 정보 획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국내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역시 필요함.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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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의 경우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규제
조화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초기 순응비용을 낮추어야 함.
-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및 제도는 오히려 국내 기업의 기술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2)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국제적 통상 논의는 관세에서 비관세조치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국경 내 조치 (behind-the-border measures) 논의의 중요성은 WTO뿐만 아니라 지역
무역협정이나 APEC과 같은 협력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음.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한 국가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개방 노력과 제도 개선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

- 이는 비관세조치가 정량적 관세와는 달리 정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간 규제의 양립성
및 조화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임.
- 더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속적인 발달과 확장으로 인해 국가간 제도의 조율과 조화는 더
욱 강조되고 있음.
비관세조치 관련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 표준의 확립 노력과 무역의 저해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나
비관세장벽의 철폐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 공익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의 경우 국가간 표준을 도입하거나 상호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순히 각국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그동안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인해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분석에 많은 어려
움이 있었음.

- 엄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식별하고 무역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수적인 요소임.
향후 국가간 비교 가능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가 시계열 성격의 자료를 포함하는 패널 형식의 데이터
로 완성될 경우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다자차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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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가 급진전된 지난 수십 년간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가 부상하게 됨.

- 개방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룬 반면, 그 과정에서 심해진 불평등문제
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선진국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
었음.
- 소득불평등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기술진보, 재분배 정책 실패와 같은 대내적 요인 외에, 자
유무역, 이민 및 다문화 문제, 국제 자본이동 등 대외적 원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결국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Brexit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으로 이어짐.
한편 한국은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국내 불평등도 악화, 자유무
역의 성과 확산 미흡으로 인해 개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온 한편 GVC를 적극 활용한 결과, 교역
및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을 얻어냈으나, 그 성과의 분배에 관한 국내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실정
-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결국 자유무역정책이 소득불평등과
분배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인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외개방이 분배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혜 및 피해 계층에 대해 혜택
의 재분배 또는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존재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분배구조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대외개방요인들이 국내 분배구조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

- 국내에서도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주로 소득불평등도의 측정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가에 대한 컨센서스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
- 본 연구에서는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
를 토대로 실증분석함으로써 본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① 분배구조를 측정함에서 다양한 지표(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최상위 소득 비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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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활용했으며, ② 분배구조 변화와 대외개방과의 영향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했
고, ③ 선행연구 이론 틀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
의 기여라고 할 수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내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와 변화요인
국내 소득불평등도 실태를 추정하는 데는 크게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소득세자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자료의 일장일단이 존재

- 다만 공식통계의 근거가 되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최고소득계층의 누락 및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 등으로 실제보다는 소득불평등도를 과소추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를 보정한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영미에 비해서는 낮지만 유럽 및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분석에 사용한 자료마다 측정한 소득불평등도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가 상승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 하락 또는 정체의 추세를 보임.
국내 소득불평등 변화의 요인으로는 크게 ① 수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둔화, ② 숙련편향적 기술
변화, ③ 개인소득 증가의 둔화, ④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⑤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의 하락, ⑥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음.

2) 국내 분배구조의 생산요소별, 소득원천별, 산업별, 직업별 분해분석
거시자료인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노동과 자본 간의 기능적 분배구조를 파악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분석

-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에는 72.2%
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
- 제조업 가운데 한국의 교역 비중이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은 2009년
이후, 운송장비 제조업은 2000년대 중후반 노동소득분배율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화학제품 제
조업은 2000년대 접어들어 대체로 하락세인 반면,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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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소득불평등도 측정에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분해분석함.

-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결과, 한국의 분배구조 추이가 상당 부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간 완화된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소득불평등도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지니계수가 높아졌음.
단일지표로 소득의 분포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Champernowne–Fisk 분
포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의 변화를 관찰

-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중위값 근처에서는 완만하게 변동되고 있는 추세이나 고소득층에서
는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에서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급속하게 불평등
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관리자 직업군에서는 소득 분포가 좁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직업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의 하향화가 진전
- 산업별 분석결과, 대부분 산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동시에 소득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대외개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의 경우 모두 소득
이 다소간 상승하였음.

3)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 이론연구 정리
무역자유화 경우 전통적인 산업간 무역은 헥셔올린정리, 스톨퍼사무엘슨정리를 이용하여 설명이 가능하
나, 최근 들어 산업 내 무역, 이질적 기업, 노동시장 스크리닝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논의가 활발한 편임.

- 산업간 무역(남북무역)은 산업구조 변화를 일으켜서 실업을 발생시키며, 산업간 무역이 불평등
에 미치는 영향은 고전적 무역이론으로 설명이 가능
- 최근에는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내수기업은 피해를 보는 반면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더 올라가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같은 생산성의 노동자라도 마찰적 실업과 채용 과정에서의 스크리닝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수출기업이 스크리닝을 강화하여 노동
자의 생산성을 올리려 하고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됨.
기술진보와 관해서는 국제무역이 R&D 투자를 늘리거나 수출기업의 비중을 늘려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
는 측면이 있고,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는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려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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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방은 자본의 수익률 향상을 통한 소득 분배 악화와 자금조달비용 하락을 통한 분배 개선효과
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해외투자(아웃소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숙련노동 집약적 생산과정이 개도국으로 옮겨져도 개도국 내에
서는 그 공정이 상대적으로는 숙련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투자국과 투자상대국 모두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4)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국제패널 분석
국제 패널분석에서는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와 최상위 소득 비중을 종속변수로, 무역자유화
(GDP 대비 교역, 수입, 수출비중), 자본자유화(GDP 대비 FDI, 자본계정 개방도), 기술발전(정보통신기술
교역 및 수입 비중, GDP 대비 R&D, 고위기술제품 수출 비중, 총자본대비 ICT 자본) 관련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 높아지고 지니계수는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남.

-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주로 수출기회 확대가 최상위 소득계층(상위 1%)을 제외한 나머
지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됨.
투자자유화는 상위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됨.
자본자유화는 상위 소득 비중은 증가시키는 반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음.

- 이는 자본자유화가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자금조달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ICT 수입 비중과 고기술제품 수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나 상위소득 비중 변화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나 중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 결과는 기술진보가 대외개방보다 불평등도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나, 다만 선행연구에 비해 최근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ICT 기술의 보편
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국가 내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술진보가 소득불평등을 악
화시키는 현상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109

5)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한국 산업별 패널분석
산업별 분석에서는 총 네 가지의 종속변수(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분포 파라미터  와  )를 고려했으
며, 설명변수로는 산업별로 가용한 수준에서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R&D 투자, 교육 관련 변수를 포함함.
노동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결과

- 제조업의 경우 수출이 증가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아지고 경쟁력이 확충될수록 긍정적 효
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력 제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수출확대가 1인당 노동소득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됨.
- 한 산업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 제조업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반면 서
비스업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일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은 감소했음.
- 즉 외국인투자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아직까지는
노동집약적이어서 외국인투자 증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 수출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
고소득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소득감소가 예상되어 주로 중위소득계층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즉 수출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입이 증가할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득이 증가하나,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서비
스업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 확대가 제조업에서는
주로 중위소득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하위소득계층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됨.
- R&D 투자 확대는 제조업에서는 고소득층에는 부정적으로 저소득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R&D 투자의 제조업 영
향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파급경로를 식별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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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분배구조의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정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자료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구조적으로 설문조사 등에 기반한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극복하기 쉽지 않으나, 통계청
의 공식 지니계수의 근거가 되는 가계동향조사자료가 같은 방식의 가계금융ㆍ복지조사보다 최
상위 소득누락 비중과 금융소득누락 비중이 높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
또한 가계동향조사자료의 제조업 세분화가 필요

-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 과거 구축목적에 따라 산업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제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재의 조사자료체계는
활용상 제약이 많음.
- 여타 산업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제조업 세분화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
최근 개선된 방식이 향후 통계 구축에 주로 사용되는 건 필수적이나 유용한 정책 판단을 위한 연구를 염두
에 둔다면 최근 개선된 방식의 집계 통계를 과거로 확장하여 장기시계열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방정책 추진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제조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며,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해분석결과, 대외개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의
분배구조 변화가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농림어업에서는 지니
계수가 상승한 반면, 제조업에서는 고소득뿐 아니라 저소득집단에서도 소득증가가 관찰되었음.
- 대외개방이 제조업의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분배구조가 악화되던 시기 동안 제조업에서는 모든 소득집단에서 소득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
으므로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적어도 소득분배구조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실증분석결과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확대는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
석됨에 따라 수출시장 참여도 낮은 중소기업들의 활로개척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 긍정적일 것으
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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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들이 그
동안 추진한 대외개방정책을 발판 삼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자본집약적 산업에 속한 대기업들
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아직 수출시장에 참여하고 있
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수출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평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업의 고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지금까지도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은 운용해왔으나, 이제는 해당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실화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
여를 고려함으로써 통상정책의 성과가 분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 주도의 다양한 FTA 활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는 낮은
편인데, 이는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 원산지 사후검증대비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알려
져 있음.
- 한편으로는 한국형 통일원산지 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생산관리 전반
에 걸친 시스템화를 통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그동안은 주로 관세감축에 초점을 맞춰 FTA 활용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포
괄적인 FTA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감축 이외에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협정문 내용을 적극
적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들에 전달하려는 노력도 필요

3) 사회통합형 거시정책과 연계한 개방대책 수립
우리 경제의 분배구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이 수립·추진
되어야 할 것임.

-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과도기적 실업, 그리고 주력 산업들의 고용창출능력 둔화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변화와 맞물려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추후
혁신성장과 병행할 수 있는 포용적 산업정책에 대한 밑그림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 최상위 소득세 부담률 경감, 그리고 개인소득의 증가세 둔화는
모두 경제성장의 과실이 상위소득을 중심으로 배분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분배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으로 하위소득계층으로의 낙수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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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민이 필요
- 아울러 고령화와 1인가구의 확산은 저출산 및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인
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소득불평등의 악화와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우선 교역구조의 고도화가 분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ICT 제품의 수입 및 고기술제품 수출 비중 확대는 분배구조를 악화시키
며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질수록 하위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역
확대와 고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검토할 필요

- 점차 직업별, 산업별 소득수준 고착화 현상이 견고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직업군의 분배
구조가 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는 개방화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
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자영업 및 저소득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과 함께 해외
노동 유입으로 인해 저숙련/비정규직의 노동임금이 하락 또는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산업간 또는 산업 내 노동이동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교육정책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 증가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노동소득분율과 저소득층의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우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서비스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고,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과 높은 고용창
출효과를 감안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분배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일
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소득원천별 분해분석결과 한국 분배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은 근로소득의 분배구조 변화에 기인함.

- 이는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가계에 귀속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3% 수준에 그치고 상위소득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금융소득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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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외개방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FTA 보완
대책으로 시행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대외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을 운영 중에 있는데,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EU의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EGAF)가 대표적이며, 라틴아메리카지역에도 유사한 프로그
램이 다수 존재함.
- 현재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대외개
방과 기술진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두 영향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우리 교역구조에서는 산업간 무역뿐 아니라 산업 내 무역도 활발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 내
에도 생산성이 이질적인 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데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등에 납품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어도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여타 노동지원프로그램과 통합운영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5) 노동이동 활성화 정책1)
IMF-World Bank-WTO(2017) 보고서에서는 대외개방과 기술진보가 미치는 영향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 영향이 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위한 주요한 정책목표로 노동이동성(labor mobility) 제고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노동이동성은 산업
간 이동과 지역간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임.

- 우선 노동의 산업간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대외개방과 기술진보는 특정 산업에는 긍정
적이나 다른 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간 인력 이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야 함.
- 또한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특정 산업이 발달하고 특정 산업이 쇠락하면 이로 인해 어떤 지
역에서는 노동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때로는 노동자
들의 지역간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조정비용도 커지는 경우가 발생함.

1) 본 내용은 IMF-World Bank-WTO(2017) 보고서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저자들이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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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이동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마찰적 비용을 줄인다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해고를 쉽게 한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온 반면, 노동이동은 취업, 해고, 이직을 모두 포함하며, 동시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노동시장 조정비용을 줄이는,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음.
-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무역정책이 꾸준히 지지를 받고 정치적 지속성을 얻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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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계청 가계조사의 지니계수와 보정결과

주: 1) 각 지니계수는 통계청(KOSIS)에서 가져왔음.
2) 다만 속이 빈 동그라미와 네모로 표시한 1996년,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2006년, 2010년은 『가계동향조사』의 각 원자료에서 저자가 계산한 것임.
3) 속이 찬 동그라미와 네모는 가계조사의 상위소득자의 과소파악을 보정한 결과(김낙년, 김종일 2013)임.
4) 시장소득/도시 2인 이상(2)은 1990년 이전의 추이를 보기 위해 도시의 2인 이상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10분위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니계수임. 이것은
OECD 방식에 따르고 있는 다른 지니계수와 단절이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가구소비실태조사』(원자료); 『가계동향조사』(원자료); 김낙년, 김종일(2013), p. 5.

그림 2. 상위 1%의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주: 한국의 해방 전 통계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WID DB(검색일: 2017. 9. 7). 단 한국은 김낙년(2017, 부록 표 2)의 업데이트된 결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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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의 주요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구성

그림 5. 근로소득 분배구조

자료: 저자 추정.

자료: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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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업별 분해결과 각 요소별 비중

주: 직업 내 요소란 각 직업 내에서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소득 비중을 가중치로 계산한 각 직업 지니계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며. 직업간 요소는
직업간 평균소득 격차를 의미하는데 그 평균소득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지니계수를 나타냄.
자료: 저자 추정.

그림 7. 산업별 분해결과 각 요소별 비중

주: 산업 내 요소란 각 산업 내에서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소득 비중을 가중치로 계산한 각 산업 지니계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며. 산업간 요소는
산업간 평균소득 격차를 의미하는데 그 평균소득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지니계수를 나타냄.
자료: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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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BG 파라미터의 추이(전체)

주: 1) α는 분포의 중위값에서의 변화를, β와 γ는 각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며, β>0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를 γ>0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의미.
자료: 저자 추정.

표 1. 국제 패널 분석결과 요약
종속변수

ln(지니계수)

상위10% 소득 비중

추정방법

고정효과

집단간 효과

고정효과

집단간 효과

(수출+수입)/GDP

(-)

(-)

(+)

(-)

수출/GDP

(-)

수입/GDP
OECD 국가와의 교역/총교역

(-)

상품교역/GDP

(+)

FDI/GDP

(+)

(+)

(+)

Chinn-Ito index

(+)

ICT 교역/GDP

(-)

ICT 수입/GDP

(-)

(+)

ICT 수출/GDP
고기술제품 수출/총수출

(+)

ICT 자본/총자본
R&D 투자/GDP
주: (+)와 (-) 표시는 해당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음을 의미함.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거나 모형 설정상 해당 변수가
없는 경우임.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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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산업별 분석결과 요약
제조업
지니
계수





고정 집단간
효과 효과

고정
효과

고정
효과

고정
효과

TSI
(수출+수입)/GDP

서비스업

노동소득
분배율

(-)
(+)

(-)

수입/GDP

(+)

(-)

(+)

(-)

(-)

(+)

(-)

수출/GDP

(+)

(-)

(-)

TSI×(수출+수입)/GDP

(+)

(-)

(-)

(수출+수입)/GDP^2
외국인직접투자/GDP

고정
효과

집단간
효과

(+)

(-)

지니
계수
고정
효과



집단간
효과

고정
효과

(-)

(-)



집단간
효과

고정
효과

(-)

(-)

집단간
효과

(+)
(-)

R&D/GDP
중간학력 노동인구
/총노동인구

노동소득
분배율

(+)

(-)

(+)

(-)

(-)

(-)

(-)

(-)

(-)

(+)

(-)

(+)

(+)

(+)

(+)

주: (+)와 (-) 표시는 해당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음을 의미함.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거나 모형 설정상 해당 변수가
없는 경우임.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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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출확대가 충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
를 이룰 수 있었음(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
-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된 결과,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함.
- 수출 → 일자리 → 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수출ㆍ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제
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그림 1. 노동생산성, 수출 및 종사자 수 추이(1966~2010년)

(단위: 백만 원, 백억 달러, 십만 명)

주: 1) 종사자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실질변수로 변환함.
2) 종사자 수는 제조업 종사자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광업ㆍ제조업 조사, http://kosis.kr, 검색일: 2017. 3. 20) 및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 6. 1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수출성장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 제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

-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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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유발한 고용약화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높은 청년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수출확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고
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출ㆍ일자리 관계가 약화된 주요 배경으로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고자 함.

- 수출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성장회계접근방식을 준용하여 수출과 고용 간 관계를 시기별ㆍ주요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수
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1억 원의 수출증가로부터 유발된 종사자 수는 2010년 0.19명으로 1985년 3.32명, 1990년 1.87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수출품목의 구성이 노동절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축소됨.

- 노동집약도가 가장 높은 섬유 및 가죽 제품의 1980년 수출 비중은 43%로 매우 높았던 반면,
이 산업의 2010년 수출 비중은 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함.
- 노동집약도가 가장 낮은 산업인 석유정제품의 경우 1%도 채 안되던 초기 수출 비중은 2010년
8%로 크게 증가함.
- 5대 노동절약적 산업(석유, 1차금속, 수송기기, 화학, 전기ㆍ전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980년 36%에서 2010년 84%로 현저히 증가함.
내수산업의 평균 노동집약도가 수출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출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가 내수의 고용효과에 비해 작다는 것을 의미함.

- 2010년 5대 노동절약적 산업이 내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 8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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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고용창출효과를 주요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일수록

-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낮고,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1. 수출의 고용효과요인 분해결과

(단위: 백만 원, 명)

기간

△수출

△고용

△고용
(수출 1억 원)

1980~85

11,000,000

365,370

3.32

1985~90

31,000,000

580,400

1.87

451,611

128,789(22.1%)

1990~95

45,300,000

364,103

0.80

368,657

-4,554(-1.2%)

규모효과

구성효과

301,185

64,184(17.5%)

1995~2000

91,800,000

353,937

0.39

397,874

-43,937(-12.4%)

2000~05

97,100,000

232,517

0.24

292,598

-60,081(-25.8%)

2005~10

239,000,000

459,581

0.19

486,525

-26,944(-5.9%)

주: 1) △ 수출은 5년간 수출의 변화, △ 고용은 수출변화에 따른 고용증가를 나타냄.
2) ( ) 안의 값은 고용증가에서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http://ecos.bok.or.kr, 검색일: 2017. 5.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수출 및 내수 산업의 구성변화 추이 비교

주: 1) 5대 노동집약산업은 섬유ㆍ가죽 제품, 기타 제조업, 목재ㆍ종이제품, 정밀기기, 금속제품을 의미.
2) 5대 노동절약산업은 석유정제품, 1차 금속제품,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http://ecos.bok.or.kr, 검색일: 2017. 5.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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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비중)

2) 수출의 고용효과를 산업수준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차분 GMM
기법으로 추정한 결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수출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
과가 크게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 비교우위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는 수출ㆍ고용 간
선순환구조의 약화는 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산업별 중소기업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한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중
간재 비중)이 클수록(낮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일자리 중심의 신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②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
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산업의 고용효과를 강
조할 필요가 있음.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 서비스업의 전방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 수출로부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제조업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역할을 강조하는 추정결과로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비금융 무형자
산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 지원서비스 등)에서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제조업 수출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의 고용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됨.

3)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수준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②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③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를 살펴봄.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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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을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비관계회사로 수출하는 실질매출액
이 관계회사에 수출하는 실질매출액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 자본집약도, 그리고 낮은 수입
집약도를 가진 수출기업의 수출성장에 따른 고용효과가 그렇지 못한 수출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
로 추정됨.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수출 참여 후 2년까지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여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참여에 따른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단기의 고용혜택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3. 정책 제언
1)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비교우위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는 수출ㆍ고용 간 선순환구조
의 약화는 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

-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의 노동절약화를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다면 인위적인 산업의 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확대정책은 한계가 있음.
- 비교열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은 단기적인 고용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자원배분
의 효율성을 왜곡시켜 중장기적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수준에서
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수출의 고용효과가 대체적으로 높은 산업 위주의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제조업 고용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발전은 생산에서 노동의 역할
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상품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물리적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임금 활용 목적의 해외 생산법인 설립의 이점이 점차 사라질
전망임.
- 리쇼어링이 4차 산업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어 조기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정부의 리
쇼어링 촉진 정책을 통해 그 시기를 앞당겨 제조업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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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됨.
- 모든 산업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리쇼어링 지원정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증대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끊임없는 욕구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시대에서 기업의 선제
적 대응과 세계시장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빠른 대응은 수요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정책
노동절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증가로 더 이상 고용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능력
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요구됨.

-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시장보호정책 등이 무엇보다 중요함.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벤처ㆍ중소 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표 2.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및 수출 비중 추이(제조업)

(단위: 천 명, %)

1970

1990

2000

2010

2014

1970~‘90

2010~‘90

2010~‘14

제조업

861

3,020

2,653

2,968

3,268

2,159

-52

300

중소기업

422

1,864

1,963

2,289

2,530

1,443

425

241

(종사자 비중)

49.0

61.7

74.0

77.1

77.4

66.8

대기업

439

1,156

690

679

738

716

(종사자 비중)

51.0

38.3

26.0

22.9

22.6

33.2

(수출 비중)

-

-

59.6

64.0

65.1

-

80.3
-477

59
19.7

-

-

주: 1) 중소기업은 5~300인 미만의 사업체를 의미함.
2) 다만 1970년 중소기업은 250인 이하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대기업 수출 비중은 각각 중소기업위상지표(2010, 2016), 한국무역통계진흥원(CD) 기업구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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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종사자 규모별 수출 비중(OECD 국가, 2014년)

주: 1) OECD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종사자 규모를 알 수 없는 기타 기업의 경우를 제외함.
2)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자 규모별 수출정보가 있는 OECD 국가만을 포함.
자료: OECD(http://data.oecd.org/trade, 검색일: 2017. 10. 1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속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유통채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해외 유통망 확보 지원정책이 필요함.

- 해외 유통망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현지 유통구조 분석 및 소비성향 등을 파악한 후 해외
유통망 진출에 적합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롯데, 이마트 등)을 적극 활용한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중요함.
- 글로벌 오픈마켓을 활용한 수출은 낮은 투자비용으로 해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며 효율적 관리
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주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
래 수출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해외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을 통해 중소기업의 GVC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해외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후방 GVC 참여는 높은 수준이나 외국이 우리나라의 생
산시설을 활용하는 전방 GVC 참여는 낮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GVC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임.

128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표 3. 한국의 전후방 GVC 참여 비중

(단위: %)

A. 최낙균ㆍ박순찬(2015)

B. WTO GVC 통계

연 도

전방 GVC

후방 GVC

국 가

전방 GVC

후방 GVC

1995년

12.7

22.7

한 국

20.5

41.6

2005년

17.8

30.0

개도국

23.1

25.5

2011년

13.8

37.8

선진국

24.2

23.8

자료: 최낙균ㆍ박순찬(2015), p. 61; WTO Trade in valued-added and global value chains: statistical profiles(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
is_e/miwi_e/countryprofiles_e.htm, 검색일: 2017. 11. 1).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위주의 지원으로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장신용품, 운동 및 경기용구, 의복 액세서리, 직물제
품, 목재가공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 대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은 국내 고용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조업ㆍ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정책
전방지수가 높은 특정 서비스업(비금융 무형자산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
지원서비스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조업ㆍ서비스업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역할을 강조하는 실증분석결과는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제
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조업ㆍ서비스업의 융복합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을 통해 제조업의 산업고도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비율은 17.7%로 주요 국가인 미국(55.1%), 영국(39%), 일본(32%), 독
일(28%), 중국(19.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수출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됨.
- 제품기획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
업의 경우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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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일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4) 기업수준의 수출ㆍ고용 정책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지 기업 및 경제계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제고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것
으로 추정됨.
-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는 신규 해외수요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관계회사를 통한 수출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됨.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R&D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촉
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R&D 투자는 ① 투자 자체에 의한 직접적 고용창출 ② R&D 투자의 사업화에 따른 추가 고용창
출로 이어져, R&D 투자 확대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즉 R&D 성과의 사업화가 부진한 이유를 파
악하여 사업화 능력을 키우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 최초 R&D 투자에서 제품의 양산단계까지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
- 다만 정부지원에 앞서 R&D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시스
템 정립이 우선될 필요성이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ㆍ벤처 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보호하고, 벤처ㆍ중소 기업의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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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내실화(법적 구속력 강화 등)를 통해 중소기업 시장을 효
과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창업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기업과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선점으로 가
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미래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임.
-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속에서 투자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의 적
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보임.
-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성공사례처럼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선에서 정부 주도
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도 중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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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세안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도도 높은 지역임.

-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대상이며,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투자대
상임.
- 특히 최근 사드문제로 불거진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로 우리나라 무역투자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대안 생산기지, 대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중요
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2000년대 아세안의 FDI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기인한 2008~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음.

- 2004~14년 사이 아세안이 전 세계 FDI 저량(stock)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6.8%로
증가하였으며, FDI 유량(flow) 기준으로도 2004~06년 평균 5.0%에서 2013~15년 평균 8.6%
로 증가하였음.1)
- 아세안 각국의 역내 FDI 비중(Stock)의 경우 2004~15년 동안 싱가포르가 58%의 높은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4%에서 13%로 높아졌음.
-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별 FDI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이 2013~15년 평균 아세안 전체 FDI에서
15.4%의 비중을 차지하며 제1위의 투자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11.6%), 미
국(9.5%), 네덜란드(6.3%), 중국(5.8%) 순을 기록함.
- 아세안 국가별 FDI 유입 추이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아세안 3대 고소득국가군, 3대 중소득
국가군, 3대 개도국가군으로 구분하여 5대 주요 투자국을 중심으로 비교해본 결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이루어진 고소득국가군은 미국, EU,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로 이루어진 아세안 개도국군의 주요 투자국들은 중국, 한국, 태
국, 베트남 등 신흥국들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연구에서는 아세안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국가들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전략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진출 관련 한국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함.

1)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downloadPrompt.aspx(검색일: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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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ASEAN 개별국가로의 투자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바, 첫째 선진국의 투자가 우세한 지역
과 둘째, 신흥국의 투자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유형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아세안 국가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의 주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상기 분석을 통해 신흥국형 투자유형에 속하는 한국기업의 투자 촉진과 진출 원활화를 위한 통
상 정책을 제안함.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중요한 차별성으로 아세안 개별국가로 유입되는 FDI 추세에 따른 그룹 분류 및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과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FDI 통계가 없어서 계량분석이 매우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었고, 아세안 개별국가에 대한 간단한 현황 파악에 머물렀음.
-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경제적 이질성이 큰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단순히
국가별 FDI 현황 파악을 넘어 아세안 10개국에 유입되는 FDI를 소득군별 특징과 함께 기존
FDI 이론에 근거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후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음.
- 둘째, ASEAN Secretariat 및 UNCTAD 등에서 아세안 국가로의 FDI 유입 관련 통계를 확보하
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음.

3)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한계
가 있었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였음. 공분산 구조분석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이용하여 FDI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계를 분석하였음.

- 공분산 구조분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잠재변
수(latent variable)를 구성한 후, 이 잠재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음.2)
-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FDI 결정요인에서 그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2)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사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Jolliffe(2002) 참고. 아울러
Cattell(1978); Lawley and Maxwell(1971); Lewis-Beck(1994); Rummel(1970)도 요인분석의 활용 관련 자세한 내용을 다루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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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측정변수를 통해서 각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였음.
- 공분산 분석은 최근 많이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데이터에서 측정된 공분산과 모형의 공분산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분석
임. 추정 시 그 비교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통계량이 나오면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이 연구모형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함.3)

3. 주요 결론
아세안 FDI 유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으로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아세안 소득군별 FDI 유입의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결과,

- 아세안 상위 소득군에 속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가운데서도 싱가포르만이 수평적 FDI
특징을 보였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자국의 경제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일본, 싱가포
르,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FDI가 많은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일본 제조기업, 베트남은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음.
-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국가들 또한 섬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함께 지리적으
로 가까운 태국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기(旣)생산기지를 보완하
는 생산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같이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 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
장추구형 FDI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 전체 FDI의 산업별 유입 비중을 2004~06년 평균과 2013~15년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
서도 시장추구형 FDI 특성이 강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58.8%에서 64.7%로 확대됨.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 계약 이행, 재산권 등록 및 무역환경 등 대부
분의 평가지표에서 국가간 비즈니스 여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3) 관련 연구로 Jeong H. G.(2014) 등이 있다. Jeong H. G.(2014)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20개의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여,
이 요인들이 홍콩을 포함한 34개국에서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 부문에 FDI를 유치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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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 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및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음.
-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여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분산 구조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 창업 소요시간, 수출시간, 수입시간, 도산율 등 4개 변수로 이루어진 제1요인과 계약, 창업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 4개 변수로 구성된 제2요인이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제1요인 가운데에서는 수입과 수출에 걸리는 시간요인이 각각 –0.99와 –0.95로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됨.
- 제2요인 가운데에서는 계약 체결에 걸리는 기간요인이 –0.98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출진흥정책(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변수와
개방도(Openness) 순으로 각각 0.87과 0.77의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이 두 요인들과 아세안 역내 FDI간 회귀분석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됨. 이는 규제 관련 무역자유화와 연관된 요인들은 역외국가의 대아세안 FDI에만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됨.

4. 정책 제언
1)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아세안 생산네트워크의 연계성 강화 및 전략적 활용

- 아세안은 중국대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역외국으로부터의 FDI를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형성과 RCEP 협상을 계기로 GVC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Maguire et al.(2015, p. 5)는 향후 10~15년 내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세 그룹
의 소지역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첫째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로 구성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다른 두 그룹을 뒷받침하
는 노동집약적 생산기지의 메콩 선도국가(The Mekong Frontier)군,
- 둘째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구성된 비용대비 고효율의 강점을 가진 중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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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쟁국가군,
- 셋째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구성된 아세안 고부가가치 산업과 금융ㆍ기술허브의 고소득 경
제국가군임.
-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심화됨에 따라 세 그룹의 소지역 경제권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은 이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메콩 선도국가군이 중간제조업 국가군의 역내 FDI를
통해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역내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RCEP과 AEC 등 아세안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환경 아래 아세안 진출전략을
재모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대아세안 투자 진출을 결정할 때 아세안 각국의 역내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생산, 유통, 조
달, A/S, R&D 등 생산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아세안 투자 진출기업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은 상호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어, 아세안
에 대한 장기적 전략 아래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내 제조업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FDI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전략
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함.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 및 제도적 변화에 효율적 대응

-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아세안의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함께 아세안의
국가별 통상정책, 산업정책 및 제도적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은 각국의 FDI 유형, 기술ㆍ자원ㆍ인적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인 산업 유치정책,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일례로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RCEP 협상에 참여
하는 반면 TPP에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6개국만이 참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으
며, 베트남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고 있음.
- 한국기업들은 급변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분업체계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여 적지에 적합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모색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 고소득국가군을 제외한 여타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
건은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는 아세안 FDI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제외한 여타 아세안 국가의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관련 정책
및 제도적 투명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지 상관행과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시장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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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현지 진출에 따른 외국기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건을 최소화하는 한 방편으
로 현지 여건 및 관련 업계 특성에 정통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현지 진출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줄여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코트라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으로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투자파트너를 선정할 때 회사 규모나 브랜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작지만 해당 분
야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을 선택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한 바 있음.4)
-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반드시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대상산업의 성격, 현
지 산업여건, 합작투자에 따른 부정적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할 필요

2)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RCEP 협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 원산지 규정 표준화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RCEP이 체결될 경우 세계인구의 약 48%, GDP의 약
31%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형성됨.
- RCEP 협상에는 특히 글로벌 생산거점인 중국, 아세안, 인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대한 시장접근성 향상, 투자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은 한국의 생산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
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RCEP 협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는 아세안 FDI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는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러한 아세안+1 FTA뿐 아니라 한ㆍ베트남 FTA, 일ㆍCEPA, 인도ㆍ말레이시아 CECA, 중ㆍ태
국 FTA 등 다층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음.
- 이들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 적용기준이 [표 1]과 같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동아시
아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 측면에서 FTA 특혜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RCEP 참여국간 기체결 FTA 내 원산지 규정 적용절차에 복잡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RCEP은
동아시아 내 원산지 규정 표준화를 통해 원산지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가능
하게 할 수 있을 것임.

4) 코트라(2007),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화 전략: 성공 노하우」, Global Business Report 0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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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세안+1 FTA 원산지 규정
협정문

원산지 판정기준

일반기준

ATIG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AANZFT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ACFTA

WO, RVC, SPR

RVC(40)

AIFTA

WO, 35% RVC+CTSH

35% RVC + CTSH

AJFT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AKFT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자료: Medalla(2011).

- 원산지 규정의 표준화뿐 아니라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과 관련
된 규정은 본문의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이 아세안 FTA 주요 결정요인변수
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간 수출입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한ㆍ아세안 FDI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FTA 및 BIT

- 투자협정문 체결은 해당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협상단계에서 각국 법제도의 미비성,
투자 관련 제도적 투명성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
며, 양국간 투자제도 차이 등과 같은 현지 진출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5)
- 본문의 분석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실제 제도적 투명성이 높은
국가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등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 각국의
제도적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세안의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규제수준은 싱가포르와 같이
개방도가 높은 국가가 있는 한편 그 외 아세안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큰 격차를 보여 향후 개선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정부는 1989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싱가포
르,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대 이후 한ㆍ아
세안 FTA, 싱가포르, 베트남 FTA를 체결함으로써 투자자유화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호

5) 정형곤 외(2010),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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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제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왔음.
- 한ㆍ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은 2010년 태국을 마지막으로 11개국 모두 발효된 상태이며, 서비스
무역협정은 2009년 5월 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7개
국이 우선 발효하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는 아직 발효되기 전임. 투자협정은 2009년
9월 한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4개국만이 발효한 상태임.
- 한ㆍ아세안 FTA는 아세안 개별국과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 중국보다 아세안 시장접근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ㆍ아세안 투자협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ㆍ아세안 FTA 투자협정문은 한국의 기체결 FTA
대비 낮은 수준인 한편 아세안의 기체결 FTA과 비교하여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표
2 참고).

표 2. 아세안+1 FTA 투자자유화 관련 규정
구분

AANZFTA

ACFTA

AIFTA

AKFTA

내국민대우

설립 전ㆍ후 단계에 모두
적용

설립 후 단계에만 적용

최혜국대우

규정 없음(추후 논의)

설립 전ㆍ후 단계에 모두
적용(ISDS에 대해서 예외)

규정 없음

설립 전ㆍ후 단계에 모두 적용

비합치조치의 현상 동결
의무

현재 유보에 적용

규정 없음

현재 유보에 적용

현재 유보에 적용

투자자ㆍ국가분쟁해결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이행요건 금지

TRIMs 수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TRIMs 수준

국적 요건 부여 금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적용

설립 전ㆍ후 단계에 모두
설립 전ㆍ후 단계에 모두 적용
적용

자료: 라미령, 김제국(2017).

- 한ㆍ아세안 투자협정문에는 설립 이전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보장, 투자의 일반
적 대우 보장, 투자자ㆍ국가 간 분쟁해결(ISDS)절차,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
및 거주요건 부과 제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며, 자동적 최혜국대우 부여, 이행요건 부과 금지
의무, ISDS 절차 개선 등은 협상문 발효 이후 5년 이내 재협상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과 아세안 각국간 양자 투자협정은 1980년대 말레이시아, 1990년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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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과 체결한 바 있으며 2000년대에 브루나이와 베트남(재체결)과
체결한 바 있음.
- 종합해보면 한ㆍ아세안 투자협정문은 아세안 국가들의 기체결 FTA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
에서 체결되었으나 투자협정문을 발효한 국가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한국 이상 4개국임.
양자 투자협정문도 브루나이와 BIT를 2004년에 재체결한 베트남을 제외하면 모두 투자자 보호
조항이 강조되던 1990년대에 체결되었던 건임.
- 투자협정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안정성, 예측가능성, 제도적 투명성 등을 통해 투자 결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결과6)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한ㆍ아세안 투자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발효를 권유하는 한편 FDI 규제수준이 미흡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BIT 체결을 검토하여 투자자유화를 추구하는 등 우리 투자자들을 보
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체결된 FTA는 우리 기업의 활용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ㆍ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추가 자유화 논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3. 한ㆍ아세안 회원국별 협정별 발효연도
국가

상품
무역협정

서비스
무역협정

투자협정

BIT

양자 FTA

-

1989. 3. 31

-

2009. 9. 1

-

2006. 3. 2

-

1994. 3. 10

중단

-

(2014. 6. 5)

-

2009. 9. 1

2004. 6. 5

2015. 12. 20

2009. 9. 1

한국
말레이시아

2009. 5. 1

싱가포르
2007. 6. 1
인도네시아

-

미얀마
베트남
2009. 5. 1
필리핀

2008. 1. 1

-

1996. 9. 25

-

브루나이

2008. 7. 1

-

2003. 10. 30

-

라오스

2008. 10. 1

-

-

1996. 6. 14

-

캄보디아

2008. 11. 1

-

-

1997. 3. 12

-

태국

2010. 1. 1

2010. 1. 1

2009. 9. 1

1989. 9. 30

-

자료: UNCTAD,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Bits/111(검색일: 2017. 2. 1).

6) UNCTAD(2004); 정형곤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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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 추진

- 본문의 아세안 각국 비즈니스 여건 분석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경영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아세안 역외지역에서 아세안으로 들어오는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 창업 소요시간, 수출입 소요
시간, 도산기업 채권회수율로 이루어진 제1 주성분과 계약집행 소요시간, 창업절차, 교역개방
도, 수출개방도로 이루어진 제2 주성분이 아세안의 FDI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1 주성분과 제2 주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성격을 보면 관련 정부관계자들의
재량권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국가간 협정문 체결을 통해 한ㆍ아세안 간 경제협력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개선조치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아세안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
요함.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큰 아세안에 대한 한ㆍ아세안 협력기금(연간 700만 달러), 아
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사업(연간 1,000만 달러), 한ㆍ메콩 협력사업(연간 100만 달러) 등 연간
약 4억 달러 상당의 대아세안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산업적 경합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한계가 있음.7) 이에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아세안 지원 특화전략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7 Doing Business 지표에서 전력수급(getting electricity), 계약집행
(enforcing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아세안 FDI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채권회
수율과 창업(starting a business) 관련 지표에서 각각 세계 4위, 11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
음.8)
- 따라서 본문에서 도출된 아세안 FDI 결정요인을 근거로 할 경우 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통한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제안함.
- 또한 본문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아세안-6국가들과 CLM 국가들 간 상이한 비즈니스 여건에
따른 개선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흥국으로의 투자 비중이 높
은 우리나라의 경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여건 등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우위를 보유한 전자통관시스템 등과
관련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7) 중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주도함으로써 아세안 인프라 구축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세안 각국
에 대한 별도의 원조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2016~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1,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16년부터 3년간 메콩유역 개발에 6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있다.
8)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korea(검색일: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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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아세안 통합,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

- 본문의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결과, 특히 창업시간, 수출입시간, 도산기업 채권
회수율 요인으로 이루어진 제1 주성분이 아세안 FDI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도출되
었고, 이는 아세안 각국의 통상정책, 산업발전정책과 관련이 있는 제도적 요인들임.
- 앞서 기업전략부문에서도 아세안 회원국의 급변하는 분업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국의 산업
정책, 통상정책 및 관련 제도의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9) 다만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일 것임.
- 한국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하는 다자간 민간경제협력체인 ‘한ㆍ아세안 Business
Council’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정부지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의
주요 업종, 수요분석을 통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KOTRA, 상공회의소 등 해외진출지에 있는 해외진출 지원기관간 협업증진을 위
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면 장관 주재 해외진출 지원기관 회의를 주관하여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의 일원화를 꾀한 바 있음.
- 국가 차원에서 대아세안 중장기 진출전략, 한ㆍ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일ㆍ아세안 포럼을 통해 일ㆍ아세안 전략적 경제협력 로드맵(2012~22
년)을 작성하여 2022년까지 양자간 투자, 교역을 두 배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9) 싱가포르 관련 연구자 면담결과 싱가포르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관료들의 경제자유화,
외국인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부흥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의한 관련 지원정책, 서비스 부재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싱가포르 관계자
면담(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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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40년간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서비스 수출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국 경제규모에 비해 그 비중이 작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과 비교해서도 서비스 교역의 경쟁력이 취약함.

- 2016년 기준 한･중･일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은 한국 15.3%, 중국 7.8%, 일본 21.5%의
비중을 차지해 OECD 평균인 29.1%보다 작음.1)
- 한ㆍ중ㆍ일 3국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미국ㆍ영국 등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2016년 기준 3국은 모두 상품수지는 막대한 흑자이고 서비스수지는 적자이지
만, 반대로 미국과 영국의 상품수지는 적자이고 서비스수지는 흑자임(표 1 참고).

표 1. 2016년 한ㆍ중ㆍ일과 주요국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 U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상품수지

120,445.7

494,077.0

51,217.6

(752,505.0)

(181,165.1)

서비스수지

(17,608)

(244,163.1)

(10,889.1)

247,711

130,961.7

주: ( ) 안은 적자를 의미함.
자료: IMF DATA, BOP and IIP Data by Economy.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국은 모두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FTA 및 특구 등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임.

- 한국정부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2016. 7)」을 발표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
의 해결책으로서 고용파급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전개 중임.
-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대외개방 확
대전략을 본격화하였고, 일본정부도 규제개혁과 특구정책 등을 통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노
력을 전개 중임.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1)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BOP BPM6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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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 정부의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3국간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① 총액 기준 서비스 무역 현황
2015년 기준 3국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상품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
을 차지했으며, 2008년 대비 2015년에 총수출에서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한국은 감소했으나 중국과 일
본은 증가했으며, 총수입은 3국 모두 증가함.2)

- 2008년 대비 2015년 기준 3국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한국은 2.3%p 감소한
15.1%, 중국과 일본은 각각 2.1%p와 4.9%p 증가한 11.8%와 20.7%를 기록함.
- 동 기간 총수입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한ㆍ중ㆍ일은 각각 2.1%p, 9.3%p, 1.5%p 증가한
21.0%, 22.9%, 22.0%를 기록함.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 서비스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3국은 공통적으로 법률ㆍ회계서비스를 포함한 기
타사업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의 역내 서비스 수출에서는 한국의 서비스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3국의 서비스 수출구조를 보면 공통적으로 기타사업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높았는
데, 다만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특허권 수출이 2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특히 여행서비스의 경우 수출의 61.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수출 현황
세계투입산출표(WIOD)를 통해 한･중･일 3국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3국 모두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이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동 기간 중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9.6%, 일본 2.2%에 비해 크게
높은 18.2%를 기록하였음.
- 3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은 각각 연평균 8.6%, 16.4%, 2.0%의 증가율을 보이며 서비스 부
가가치 수출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임.

2) IMF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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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은 역내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됨(표 2 참고).

- 2000년 대비 2014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11.3%p 증가한
18.4%로 대폭 증가했으며, 일본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도 7.4%p 증가한
12.6%를 기록함.
- 반면 동 기간 중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은 각각 0.1%p, 6.5%p 감소하
였고,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도 각각 8.7%p와 0.8%p 감소함.

표 2. 한ㆍ중ㆍ일의 역내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비중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중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중국

2000년

7.1

14.6

2.6

12.3

3.9

5.2

2014년

18.4

5.9

2.5

5.8

3.1

12.6

자료: WIO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검색일: 2017. 3. 2).

- 한편 역내 서비스 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3국은 모두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역내 부가가치 수출은 중국 및 일본과 대비해 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은 금융업, 일본은 기타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의 비중이 높았음.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 무역결정요인 분석
①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규제지수 평가
OECD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STRI)3)의 2014년 대비 2016년 변화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무역규제 수준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본과 한국은 비교적 개방
수준이 높은 반면 중국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OECD를 포함한 주요 44개국의 평균보다
낮은 OECD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에 대해 비교적 개방되어 있는 경제로 평가받음.
- 반면 OECD STRI에서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의 서비스 분야 모두 평균보다 규
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산업에 대해
서는 평균보다 서비스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OECD는 국가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해 22개 서비스 업종별로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80%를 차지하는 44개국(OECD 35개
회원국, 9개 비회원국)의 1만 6천여 개 법령과 규제에서 서비스 무역제한요소를 분석하여 서비스 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201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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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Bank의 STRI를 통해 2012년 기준 3국의 서비스 무역규제 수준을 살펴보면, 전문서비
스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OECD 26개국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4)
OECD STRI의 규제이질성지수(Heterogeneity Index)를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의 22개 분야별 양자간
규제이질성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중국(0.408), 중국-일본(0.322), 한국-일본(0.267) 순으로 평균이 높
게 나타나며, 공통적으로 회계, 쿠리어, 방송의 이질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5)

- 2016년 기준 전 세계 44개국의 양자간 규제이질성지수의 평균은 0.277이며, 법률, 회계, 방송
순으로 규제이질성 수준이 높게 나타남.

②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결정요인 분석
3국간 서비스 무역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서비스
무역저해요인인 OECD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규제이질성지수와 더불어 서비스 무역 촉진요인으로서
FTA가 3국의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식 1)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함.

- Kimura and Lee(2006)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 또한 상품무역과 같이 중력모형
을 통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Marel and Shepherd(2013), Nordås(2016) 등이
제시한 실증분석 모형과 유사하게 (식 1)을 추정함.
     exp     ln       ln       ln 
   ln       ln       ln    × ln   
                       

(식 1)

분석 결과, 서비스 무역제한지수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 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는 한국의 서비스 무역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 반면, 중국과 일본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서비스 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most-favored-nation) 기준으로 서비스 산업을 개방해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개방이 없는 반면, 한국은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됨.
-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함.

4) World Bank의 STRI는 OECD 국가 중 26개국만 포함함.
5) Score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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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무역규제 비교ㆍ분석
3국의 서비스 무역규제를 법률, 회계, 보험, 쿠리어 4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시도
하였는데, 먼저 법률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비교적 개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한국은 OECD와 World Bank의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6)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표 3 참고).

-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음.
-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국내 로펌이 영미 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회계 서비스업은 한국의 서비스 규제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한국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세무 또는 회계 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 점이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함.
- 한편 한국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므로, 동 제도에 대한 합리
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의 회계사자격증을 인정하는 일본과 달리 중국과 한국은 국내 공인회계
사 자격인증을 통해서만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한국과 중국
의 OECD STRI 상승요인으로 지적됨.
쿠리어 서비스업과 보험 서비스업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했음.

- 중국의 쿠리어 및 보험 서비스업에서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 시장진입제
한 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외국인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
으로 국내 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짐.

6) OECD STRI는 크게 5개 정책범주인 외국인 시장진입제한, 인력이동제한, 기타 차별적 조치, 경쟁제한, 규제투명성으로 구분되어
평가되며, World Bank STRI는 서비스 거래방식에 따라 Mode 2(해외소비형)를 제외한 Mode 1(국경간 공급), Mode 3(상업적
주재) 및 Mode 4(자연인의 이동)로 구분되어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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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6년 기준 한ㆍ중ㆍ일의 분야별 OECD STRI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외국인
시장진입제한

0.239

0.260

0.146

0.506

0.172

0.092

0.131

0.395

0.030

0.033

0.451

0.033

인력이동제한

0.167

0.153

0.083

0.297

0.195

0.051

0.038

0.080

0.020

0.026

0.250

0.026

기타차별적
조치

0.007

0.022

0.007

0.051

0.022

0.007

0.021

0.047

0.011

0.007

0.032

0.013

경쟁제한

0.007

0.020

0.007

0.055

0.016

0.016

0.121

0.200

0.117

0.031

0.052

0.074

규제투명성

0.008

0.016

0.025

0.092

0.018

0.028

0.054

0.156

0.068

0.009

0.098

0.028

STRI

0.428

0.472

0.268

1.000

0.423

0.194

0.364

0.877

0.247

0.105

0.883

0.173

자료: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TRI#(검색일: 2017. 7. 24).

4) 한ㆍ중ㆍ일 서비스 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
①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통한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정도를 앞서
살펴본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서비스에 더해 고령화 사회와 연계되어 3국 공통으로 장려하는 의료ㆍ보
건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함.

- 3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분야 양허안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3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보
다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미국ㆍEU 등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법률ㆍ회계 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고, 쿠리어 서비스는 WTO 서비스 양허안 보다 투명성이 증진된 한편 보험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추가 양허조치가 있었음.

- 구체적 추가개방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서비스는 발효 후 2년 내 업무제휴 허용과 5년 내 JV
형태 사무소 설치 및 고용허가에 합의했으며,7) 회계 서비스는 5년 내 국내 회계법인 투자허용의
내용을 포함함.8)
- 쿠리어 서비스는 WTO 서비스 양허안 대비 면허요건 등을 적시함으로 투명성이 증진된 것으로
평가되며,9) 보험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더해 보험중개업에 대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 양허
한 바가 확인됨.10) 한편, 보건사회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은 아직 양허계획을 제출한 바 없음.

7) EU, 미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기체결 FTA를 참고함. 단 한·베트남 FTA는 발효 이전 업무제휴 허용, 발효 후 3년
이내 JV 및 고용허가에 합의함.
8) EU,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기체결 FTA를 참고함.
9) EU,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기체결 FTA를 참고함.
10) 한ㆍ미 FTA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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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모든 기체결 FTA를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법률, 보건사회, 보험 서비스 분야에
서 제한적으로 추가개방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 다만 법률 서비스는 공동운영 허용제도에 한한 제한적인 추가개방이었으며, 회계 서비스는
WTO 가입 이전의 시장 개방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양허계획안임.
- 보건ㆍ사회 서비스 분야는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외국계 병원설립
에 대한 지분제한을 철폐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추가 양허에 합의함.
일본도 FTA를 통해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에 포함된 규제를 일부 삭제하는 등 추가 시장개방이 있
었으며, 일부 산업은 상업적 주재의 세부요건이 추가되는 등 규제투명성 증진이 이루어짐.

- 법률 서비스의 경우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에 명시된 일본 변호사 고용불허 내용을 허용하
는 등 2005년 일본법 개정을 통한 일본 법률시장 개방내용을 반영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외국법
자문사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5년에서 한국과 동일한 3년으로 낮춤.
- 쿠리어 서비스는 운송수단별 당국 면허가 요구된다는 세부요건을 포함함으로써 규제투명성 증
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남.
- 보험 서비스는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 서비스 제공금지 내용이 삭제되었
고, 보건ㆍ사회 서비스는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음.

② 한ㆍ중ㆍ일 3국의 특구정책
중국과 일본은 특구를 통한 서비스 산업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특구를 통한 우리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한국은 2007년 경제자유구역과 2008년 제주시 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의 경제적 유인이 미흡하고 국내여론의 우려 등으로 현재까지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음.
- 중국은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11개의 시험구를 추가 지정
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 및 법률 서비스 등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을 지속 완화해왔으나,
의료 서비스와 같이 초기 개방조치 철회 등의 조치로 외국기업들이 기대하는 개방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제기됨.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2013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규제특례 국가사업으로 2017년 10월 현
재 10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선정하여 운영 중인데 우리 정부가 지정한 유망 서비스 산업 가운데
하나인 의료ㆍ개호 서비스에 대한 일본의 규제완화는 국민복지 증진의 개념을 넘어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건강산업과 최첨단 의료 관련 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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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 투자 분야 개방
① 중국의 기체결 FTA 대비 제한적으로 개방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분야 점검
한ㆍ중 FTA와 중국의 기체결 FTA를 비교하였을 때 연구범위에 속한 산업 가운데 병원ㆍ요양 서비스 산
업이 중ㆍ호주 FTA에는 포함되었으나, 한ㆍ중 FTA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개방 논의 시 우선적인
개방요구로 고려될 수 있음.

- 연구범위에 속한 산업군 외에도 대표적으로 중ㆍ호주 FTA, 중ㆍ뉴질랜드 FTA와 한ㆍ중 FTA를
비교한 결과 한ㆍ중 FTA보다 5개 분야에 대한 추가개방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 고려가 가능할 것임.

② 중국의 미국ㆍ호주ㆍ홍콩 등 주요 선진국과의 서비스ㆍ투자 부문 협상을 모니터링
중국은 2017년 10월 현재 뉴질랜드, 호주와 서비스ㆍ투자협정문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네거티브 리스트에 입각한 양자투자협정문(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협상을 진행 중임.

- 특히 미국과의 BIT 협상은 중국-홍콩 CEPA에 이어 중국의 대외개방조치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③ 다자간 FTA 협상 시 상호국익이 합치되는 협상국의 시장개방 및 제도 투명성 제고 요구
RCEP과 한ㆍ중ㆍ일 FTA 같은 다자간 FTA 협상 시 상호국익이 합치되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참여국의 시장개방 및 제도 투명성 제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서비스 경쟁력 분석뿐 아니라 협상참여국의 서비스 산업 동향, 규제, 육성정책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에 근거한 일관된 협상전략이 필요함.
- 특히 서비스 분야는 산업 전반에 거친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어 소관부처도 1개 이상인 경우
가 대다수인데, 효율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산업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통상교섭본부를 필두
로 유관부처, 학계, 업계 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통한 정보공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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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 세계 서비스업계 판도 변화에 대응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서비스업계 판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
의 서비스 협상전략 수립이 중요함.

- 중국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은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전자상거
래가 사라지고 대신 온오프라인과 물류가 결합한 새로운 소매유통이 탄생할 것”이라고 언급함.

2) 3국간 서비스 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 채널 마련
① 국제사회의 다자간 서비스 분야 규제협력
서비스 경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APEC과 EU 등 국제사회의 서비스 분야 다자간 규제협력 움직임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음.

- EU의 서비스 시장 통합은 지역 내 서비스 시장 통합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대표사례로, 역내
서비스 시장 평가연구, 서비스 시장 통합촉진을 위한 이행조치를 담은 편람(handbook) 발표,
EU 집행위원회의 서비스 부서(service directive) 구축 등의 노력이 전개됨.
- 2016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 제안으로 채택된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사업에
서는 OECD STRI를 모델로 한 ‘APEC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원칙’ 개발이 추진 중임.

②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 구축
현존하는 서비스 교역과 연관된 3국 중앙정부 협의 채널 가운데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서비스 부문
의 규제협력 논의를 시작하는 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3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
여하고 있음.
-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3국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서비스업 관련 국내규제에 대한 정보공유
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규제제정 원칙의 조
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의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협의 채널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3국 서비스 교역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총액,
부가가치, 규제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공동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
의 내용은 공동연구주제 발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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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① 기업-정부 간 긴밀한 무역정보 제공 및 활용을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KOTRA와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 등 관련 부처ㆍ기관의 기업지원 강화

-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 등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기체결 FTA 양허안이 교역대상국 국내법에 신속
히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체결 무역협정 내용과는 상반되는 시장진입 저해요인을 식별하
고 이를 해소하도록 협의해야 할 것임.
- KOTRA 등 유관기관의 서비스 업종 개방이 활발한 특구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이고 최신화된
해외진출 및 현지시장 정보를 기업에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

② 국내 서비스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투자법인 설립 활성화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합작투자법인 형태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장 진출방안이 적극 고려
되어야 하고,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내기업-해외기업 간 활발한 합작투자 논의를 돕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
에 취약한 국내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 관련 인력 및 정보력이 부족
한 중소기업에 이러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③ 중국 및 일본이 추진 중인 특구정책을 우리 기업 및 전문가의 진출ㆍ협력 기회로 활용
상하이무역시범구에는 아직 한국기업의 의료 관련 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술
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정부 지원정책과 더불어 기업 차원의 현지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수 있음.

- 일례로 2016년 2월 우리나라 연세대학병원 전문의가 일본 큐슈대학병원의 초청을 받아 위암
로봇 수술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는 일본 의사면허 없이 일본 내 시술을 허용하는 규제특례
(2014년 10월)를 활용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힘.

④ 국내특구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의료 서비스 수출을 지원
의료관광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쇼핑ㆍ관광ㆍ숙박ㆍ항공 등의 산업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우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함.

- 한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총 진료수입액은 2009년 약 547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약 8,60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외국인 환자 수도 2009년 약 6만여 명 대비 2016년 약
36만 4천여 명으로 6배 이상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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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련의 법제도를 마련하였는데, 2009
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을 허용한 이후 2015년에는 해외환자 의료
분쟁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허용, 2017년 3월부터
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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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 초부터 강력한 수출 제재를 실시하고 있음.

- UNSCR 2270호(2016년 3월): 민생목적 이외의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 금지, 북한산 금, 티타
늄, 바나듐, 희토류 수출 금지
- UNSCR 2321호(2016년 11월): 무연탄의 수출 쿼터제(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상한) 도입
및 은, 동, 니켈, 아연 수출 금지
- UNSCR 2371호(2017년 8월): 모든 무연탄, 철 및 철광석, 납 및 납광석 수출 금지
광물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산 광물 생산 및 수출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대두됨.

- 그간 광물제재효과에 대한 논의는 제재로 인한 북한산 광물의 수출량 감소,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감소에만 초점
- 외화 유입 감소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관련하여 밀수나 다른 외화획득경로를 발굴ㆍ확대할 것이
라는 논의가 진행
본 연구는 북한 광물자원, 특히 무연탄과 철광석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외화의
획득과 분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광물 수출대금 중 북한 당국으로 유입되는 부분과 시장으로 유입되는 부분 간 비율, 수출이 중단된
광물이 내수로 전환될 가능성, 광물 수출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 접근 가능한 공식 문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무역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 특히 북한에서 광물무역에 종사했던 탈북자 및 국내외 대북 광물무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 인터뷰에서는 구조화된 동일 질문을 모든 인터뷰 대상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교차검증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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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북한의 ‘국가 유일 무역체계’는 1991년 ‘새로운 무역체계’ 도입 이후 점차 분권화되고 있는바, 이는 중앙
정부의 힘이 약화된 데 따른 사후적 분권화의 색채가 농후함.

-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주체가 무역을 직접 수행
-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무역분권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내시장 판매를 위한 수입활동 전개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일
환으로 대외무역의 분권화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외무역 주체 대폭 확대, 대외무역 허가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무역업 허가단위에 대한 위탁
수출입 업무 허용, 무역계획의 작성 및 실행에서 무역단위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 무역계획에
대한 자율성 확대, 무역단위 영업 철회조건 완화,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역할 축소 등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는 여러 차례의 분권화 조치를 거치면서 무역이 시장화를 촉진하고 반대로 시장
화가 다시 무역을 확대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됨.

- 북한에서 수출, 수입 등 대외무역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시장화를 확대
- 북한 대외무역은 공식제도상으로는 계획메커니즘에 따라 규제되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시장메커니즘
에 따라 운영

2) 무연탄ㆍ철광석 생산ㆍ수출 정책 및 현황
① 생산ㆍ수출 정책
북한이 추진하는 제반 경제정책의 근간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임.

- 폐쇄경제 노선이 아닌 극단적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전략
무연탄 및 철광석은 연료ㆍ원료ㆍ동력 생산부문 및 금속공업 우선발전정책의 근간으로 무연탄 및 철광석
생산은 수출이 아닌 내수충족 목적임.

- 무연탄: 화력발전 및 화학산업의 주원료
- 철광석: 금속공업의 주원료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159

1990년대 후반 광업분야의 생산능력 복원 및 중공업 개건에 필요한 물자ㆍ설비를 제공받는 대가로 광물
을 수출하는 무역이 허용되면서 광물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함.

-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광물 및 광물성 제품의 수출진흥을 광업정책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진행
- 북한 광산에 투자한 대부분 기업은 중국기업
수출증가로 내수충족이 부족해지면서 김정일 및 김정은 정권은 수차례 무연탄ㆍ철광석 수출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함.

② 생산ㆍ수출 현황
북한의 무연탄ㆍ철광석 생산량 증대는 중국의 광물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중국기업의 대북 광산 투자증가
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중국의 전 세계 무연탄 수입 중 북한산 무연탄이 대부분을 차지함.

- 베트남의 수출제한정책과 북한산 무연탄의 단가 및 운송비 경쟁력에 기인
- 중국의 주요 북한산 무연탄 수입지역은 산둥(山東), 장쑤(江蘇),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등으로
중국 전체 북한산 무연탄 수입액의 93.1% 차지
- 북ㆍ중 간 무연탄 거래에는 수입액의 7~15% 정도의 ‘킥백(Kick back)’ 관행이 존재
북한산 철광석은 무연탄, 섬유제품에 이은 제3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임.

-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기인
- 중국의 주요 북한산 철광석 수입지역은 무산광산과 인접한 지린(吉林), 산둥(山東), 장쑤(江蘇)
등 지역으로 중국 전체 북한산 무연탄 수입액의 89% 차지

③ 수출과 내수
북한 정책상 무연탄과 철광석은 내수용이 기본이고 수출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량대비 수출량이 급증함.

- 무연탄: 2011년부터 생산량의 43~72% 수출
- 철광석: 2006년부터 생산량의 30~55% 수출(제철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비용 충당 목적)
이와 관련, 다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무연탄 및 철광석 소비 효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됐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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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량은 정확하나 생산량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
- 북한의 수출량이 과대 집계됐을 가능성

3) 무연탄ㆍ철광석 수출의 실제 프로세스
① 수출원천기지의 확보와 운영
북한 무연탄 탄광은 내수용 탄광과 수출용 탄광이 별도로 운영되며 내수용은 계획메커니즘에 의해 국정가
격으로 수출용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시장가격으로 생산ㆍ판매됨.

- 기본(국영)탄광, 자체(중소형)탄광, 개인탄광으로 구분되며 무역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탄광이 잠재적 수출원천기지에 해당(주요 탄광은 군부가 독점)
- 기본(국영)탄광: 화력발전, 제철 등 국가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되며 생산된 양의
극히 일부만(10%) 수출 허용
- 자체(중소)탄광: 개별 기업소에 할당된 중소규모 탄광으로 2000년대 이후 외부투자를 받아들여
복구하면서 수출용 무연탄 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변모
- 개인탄광: 북한 돈주 또는 중국자본의 투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소규모 탄광으로 지방 인민위원회나
국영기업소, 무역회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
철광석은 무연탄과 달리 막대한 고정비용과 전력문제로 개인광산 등 중소규모 광산이 개발ㆍ운영될 여지
가 없음.

- 수출용 철광석 생산은 리스크가 크고 이윤이 낮아 개인이나 무역회사에서 개입이 불가능
- 대규모 채광ㆍ선광 설비 및 전력, 운용비용 등이 소요되어 내각이 생산 및 수출을 독점
북한 광물무역의 출발점은 수출원천기지 확보이며 이를 위한 광권 확보가 필요함.

- 광산 개발대상 선정 → 현지 실사 및 타당성 점검 → 광권 신청(지방 당조직 및 행정조직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수) → 광산 개발(자체자금 또는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
광산 개발 완료 후 수출용 광물 채굴 및 품위를 높이는 선광작업을 진행함.

- 인력 편성은 채굴에서 가장 선행되는 작업이며 광산규모에 따라 인력을 선발, 배치
- 외화벌이 광산(수출원천기지)의 경우 노동자의 식량을 보장하기 때문에 선발경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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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수속과 운송
그림 1. 수출수속과 운송

자료: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출계획화 및 국내수속 단계: 수출원천기지 등록(대외경제성 수출기지조성지도국) → 수출기지등록증 수령
→ 수출계획 신청(대외경제성 무역계획국) → 세관신고서 수속
출하준비 및 수송 단계: 생산량과 누계 생산량 보고(생산업체) → 1회 수출량 확보 시 출하 결정(무역회사)
→ 광물품위분석표 신청 및 수령(분석기관) → 수출계약 → 심의(대외경제성 법규국, 가격국) → 운송(기차,
화물차,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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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탄 수출의 경우 대부분 선박 이용
- 북한의 주요 수출항구는 송림, 대안, 남포항이며 중국 수입항은 르자오, 잉커우, 단둥항
- 무산광산 철광석 수출의 경우 대부분 열차(중국 정기화물열차)나 화물차 이용(은율광산 자철광
의 경우 화물차로 송림항까지 운송 후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수출)
세관수속 및 심사 단계: 수출품 상황 점검(광산, 무역회사 책임자) → 중앙대외상품검사소 검사신청서 제
출(국경대외상품검사소) → 세관신고서 제출(대외경제성 대외운수지사, 국경세관)
북ㆍ중 간 광물교역은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으로 이루어짐.

- 중국 측은 북한에 FOB 기준으로 대금 지급, 중국해관에서는 물류비와 보험료가 포함된 운임
포함인도조건(CIF: Cost and Freight)으로 수입액 기록
- 무연탄은 북한 선적항에서 물건을 인도하며, 철광석은 대부분 산지에서 가까운 지정된 기차역에서
인도

③ 대금 회수 및 처리
북ㆍ중 간 광물무역에서 복합적 이중결제구조가 작동하고 있음.

- ‘선결제ㆍ후결제’ 구조: 광물 교역대금의 70%는 중국 측 대방이 북한지역에서 광물을 인도하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중국지역에서 품위검사 후 지급
- ‘선지급ㆍ후결제’ 구조: 무연탄 생산 이전 대금의 일부가 선지급되고(약 30%) 나머지는 ‘선결제
ㆍ후결제’ 방식에 의해 지급
결제는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이루어지나 현금결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현금결제의 대부분은 달러가 사용되며 중국 위안화도 사용
선지급방식이 관행화된 것은 중국 측 수요증가와 함께 북한 당국의 과도한 납부금 요구 때문

- 북한당국은 매출액, 즉 수출대금의 30%를 무조건 납부하도록 요구
- 생산ㆍ운영 자금이 부족한 무역회사의 경우 중국 측 대방에 선지급을 요구
- 북ㆍ중 간 무역회사간 미수금 분쟁 발생의 근본 원인
무역거래 완료 후 수출총화보고서 작성 보고 및 수출대금을 각 단위 재정ㆍ외화과에 입금하고 이후 최종
적으로 조선무역은행 지정계좌에 입금됨.

- 조선무역은행은 각 무역회사의 계좌를 관리, 필요시 ‘외화지출신청서’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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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ㆍ군ㆍ공안기관 등 특권기관 무역회사 자금의 경우 대성은행, 금성은행, 창광신용은행, 일심
은행에서 별도 관리

4) 수출단계별 비용ㆍ수익 추정
정치적 비용과 관료적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북한 무역회사는 광물 수출에서 이익을 보
기보다 손실을 보고 있을 개연성 높음.

- 광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약 50%는 납부금 및 수속비용 형태로 당국으로 유입
- 나머지 50%는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생산(구매), 운송, 수속비용의 형태로 시장으로 유출
- 북ㆍ중 무역회사 간 ‘킥백’과 ‘리베이트’는 적자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내재적 요소
2000년부터 2017년 3/4분기까지 북한당국과 민간ㆍ시장으로 유입된 광물 수출대금은 각각 약 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 2000년 이후 북한이 대중국 광물(무연탄ㆍ철광석) 수출을 통해 벌어들여 당국과 민간으로 유입
된 금액이 절반이라고 가정

3. 정책 제언
1) 주요 발견사항
무연탄의 경우 내수용과 수출용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음.

- 내수용 생산은 현물지표에 따라 생산되어 국정가격으로 수요처에 공급되는 등 계획메커니즘에
의해 운영
- 수출용 생산은 수요가 생산을 결정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는 모든 거래는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운영
철광석의 경우 여전히 계획메커니즘이 지배적임.

- 철광석 수출은 외화획득이 목적이 아닌 제철에 필요한 코크스 수입이 주목적
- 현금거래보다는 현물거래가 더 지배적인 형태
북한의 광물 생산ㆍ수출 과정에서 중국자본이나 북한 내 사적자본의 역할이 매우 큼.

- 중국자본의 경우 무연탄, 철광석 생산과정에서부터 개입
- 돈주로 불리는 사적자본의 경우 수출용 무연탄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 깊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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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광물무역은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납부금에 의해 질식되고 있음.

- 이를 탈피하기 위해 북ㆍ중 무역주체들이 개발한 ‘킥백’과 ‘리베이트’라는 비공식 관행이 구조화
북한의 광물, 특히 무연탄 수출대금은 당국과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달러와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시장화의 핵심 원동력인 것으로 판단

2) 광물제재의 경제적 영향
광물제재로 인해 중국 측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차단될 경우 수출용 무연탄 자체의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 북한의 수출용 무연탄 생산은 중국 측 대방의 대금 선불로 생산 및 운송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
- 북한이 무연탄을 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에서 유입되던 선금만큼 광산에 지급해야 하나 외화
재정이 긴장될 수밖에 없는 제재상황에서는 기대 난망
무연탄 생산이 중단될 경우 상당수 탄광이 폐갱화될 가능성 높음.

- 생산이 중단되면서 갱에 물이 차는 현상
- 폐갱화 이후 수출을 위한 북한 무연탄 생산력 복원은 상당한 기일 소요 예상
부분적 식량난 재연으로 인하여 내수용 광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광물 수출 무역회사들은 당국에 지시에 따라 광물 수출대금의 일부로 내수용 광산 노동자의 식
량을 지원
- 광물 수출 중단으로 내수용 광산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식량지원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식량난
재연으로 인해 내수용 광산 생산량 하락 가능성 다대
철광석 수출제재로 인해 제철부문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됨.

- 코코스 수입용으로 수출되던 철광석이 더 이상 수출되지 않을 경우, 제철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정부재정으로 코크스를 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외화재정난 심화

3)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先제재, 後관여’의 대북정책기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 시점에서 제재와 관여의 기계적 병행의 효과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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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재가 일정 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경우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
- 또한 협상테이블에서 북한의 몸값(leverage)을 깎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제재 강화보다는 현 제재의 일관성 있는 유지가 현실적이므로 절제된 제재가 중요.

-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등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위한 행보를
지속
- 국제사회의 원유공급중단과 해상봉쇄 등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기 어려우며 자칫 북한의 돌발적 행동 초래 우려
- 이미 대북제재는 현 상태로도 충분히 강력(다만 북ㆍ중 광물무역의 특성상 제재효과의 발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북제재 완화의 요건과 로드맵 마련
- 국제사회에 마련된 요건과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제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염두에 둔 세심한 남북관계 관리가 필요함.

- 대북제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당국이 아닌 북한주민임을 명심
- 제재에 따른 고통의 확대는 북한당국의 대남, 대미 적개심 고취의 명분으로 활용 가능
- 대북제재의 일관된 추진과 인도주의적 지원,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지속적 시도 필요
- 한반도 긴장 관리를 위한 남북대화는 핵문제와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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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 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 부족으로 인해 아직 피상적 이해에 그치고
있음.

- 북한은 1960대 중반부터 경제 및 인구 관련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였음. 1984년 이후에는
식량 관련 통계 발표도 중단함.
- 한국은행에서 매년 북한 GDP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외부 관찰에 의존한 추정으로 북한
의 경제성장을 과소 혹은 과대 평가했을 가능성 상존
-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대북제재에도 불구,
안정적인 식량가격과 환율, 평양에 건설되고 있는 고층아파트, 새롭게 등장한 소비문화, 신의주
시가지의 발전모습 등을 근거로 북한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반면 북한이 내세우
는 인민경제 선행 4대 부분 중 하나인 전력과 철도운송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경제의 양
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침체 국면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검증은 어려운 상황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공하고자 함. 구체적
으로 북한에서 발표하는 산업정책과 수출입통계를 연계하여 해석하였음.

- 먼저 북한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정리하고 북한 경제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
일한 통계자료인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북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밝힘.
-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된 북한의 산업정책을 노동신문과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규명하
여 과거 김일성ㆍ김정일 정권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분석
- 북한 수입통계의 산업별, 사용목적별, 기술수준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업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문들이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검증
- 북한의 수출통계를 분석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
으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고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과 산업정책을 가진 체제전환국을 분석
- 이를 통해 기존 북한 경제 학계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제시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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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북한의 산업정책 변천과정
김일성 정권(1948~94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발전, 농업ㆍ경공업 동시발전 노선(경
제ㆍ국방 병진 노선)을 표방

- 심각한 산업간 불균형으로 이어짐.
김정일 정권(1994~2011년): 선군경제노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경공업ㆍ농업 동시발전을 표방

- 최악의 경제난이었던 고난의 행군기(1994~2000년)를 거치면서 산업간 불균형과 국가행정 정상
화를 위하여 모든 자원을 전략부문(군수, 중공업, 농업)에 집중하는 동시에 비전략(경공업)부문
의 자력갱생 요구(정부 예산지원 중단)와 함께 시장화 허용(2002년 7ㆍ1조치)
- 시장화에서 창출된 잉여자원을 전략부문으로 이전시켜 발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
과 차별화
- 중국 경제성장의 수혜를 받으며 경제회복 및 산업정상화를 추구. 다만 김일성 정권과 차별화되
는 근본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역설적이게도 선군정치는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국방공업
ㆍ중공업의 자본축적을 중시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경시하였다는 점에서 성장에 근본적
한계를 갖는 조치
김정은 정권(2011년~현재): 핵ㆍ경제 병진 노선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
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는 정책

-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나, 김정은 정권이 기존 정권과 차별화하여 경제개발에
도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상황
- 과학기술 우대에 방점을 두고 인민경제 육성(생산재ㆍ원부자재 국산화, 인민소비품 다양화ㆍ대
량화), 부동산 개발 등을 추진

2) 북한의 수입을 통해 본 산업정책 분석
김정은은 2011년 12월에 집권하였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련의 산업정책을 발표함.

- 주요 산업정책으로 ‘과학기술 우대 정책, 생산시설 현대화 및 부동산 개발정책, 북한주민과 관련
성이 큰 상품 생산확대’ 등을 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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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계 분석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한 산업정책이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 우대(수입품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 생산시설 현대화(중고위기술 중간재의 지속
적인 수입확대), 시장확산과 북한인민들의 구매력 증가(소득향상과 연관된 품목의 수입확대)를
엿볼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우대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중고위기술가공품과 첨단기술가공품 수입의 지속적
인 증가를 통해 확인 가능

- 특히 자원절약형ㆍ비용절약형 제품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김정은이 집권 이후 북한 산업 정상화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품목의 수입
확대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생산시설 현대화 및 부동산 개발정책’ 역시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

- 김정은 집권 이후 전자ㆍ기계ㆍ플라스틱/고무ㆍ금속ㆍ의류 산업의 품목 수입이 증가. 이를 통해
생산시설 및 원부자재 현대화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활동(공장 가동)과 연관이 있는 자본재 수입은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수입품의 기술수준을 분석한 결과 첨단기술 및 중고위기술 가공품의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짐작해볼 수 있음.
- 또 자본재 중 기계부문 비중이 하락하고 전자부문 비중이 상승하여 북한 산업이 기존 제조업
기반에서 산업의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개발정책에 대한 강조는 건축과 관련된 목재제품의 급격한 수입확대로 확인가능한데,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감소추세였으나, 집권 후 대폭 증가함.
또 북한 내 ‘시장확산 및 구매력 증가’도 짐작해볼 수 있음.

-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농업, 수산업, 목재 관련 품목의 수입이 감소추세였으나, 집권 이후 반전
하여 증가하였음.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식량을 수입하여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식량수입과 관련하여 기술수준 분석결과 저위기술가공품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중저위
기술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를 통해 북한주민 생활의 지속적인 향
상과 가계소득 증가를 엿볼 수 있음.
- 소비재 수입에서도 농업과 의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북한주민의 구매력
증가와 북한 내 시장확산을 짐작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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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정책과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도 확인할 수 있음.

-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강조의 영향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됨.
- 또 소비재 중 저위기술가공품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일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음. 이는 북한의 인민소비품 확대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의류임가공산업의 확대’도 확인할 수 있음.

- 중간재 중 중고위기술가공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의류임가공을 위한 원료수입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UNSCR 2321호) 이후 북한의 의류 수출이 제약을 받음에 따
라 의류임가공산업의 확대는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한 산업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음.

그림 1.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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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수출을 통해 본 산업정책 분석
북한의 수출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강조되었던 산업정책과 연관성이 낮음. 이에 본 장에서는 북한 수출의
변화 추이와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북한의 수출은 원자재 일변도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경공업(주로 의류제품)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김정은 집권 이후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확대와 수출품목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음.
- 기술수준별 분석결과, 아무런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소비재의 수출 비중이 절대다수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중저위기술 품목(주로 의류) 수출 비중이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증
가하고 있음.
-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김정은 집권 이후 중간재 수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소비재 수출(특히
중저위기술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제조업 생산능력이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제고
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었음.
-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분석에 따르면 중간재는 저위기술품목이 미약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
였음. 소비재 중에는 중저위기술품목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출증가추세를 보여 김정일ㆍ김정은
정권에서 중저위기술을 사용하는 경공업 상품의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음.
북한과 유사한 경제환경을 가진 몽골과 쿠바, 이란의 경우를 보면 북한 역시 무역과 산업구조를 다각화하
지 못하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난에 빠질 수 있음.

- 몽골의 경우 급진적 체제전환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부족, 취약
한 제조업 기반 등을 해결하지 못해 최근 IMF 구제금융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함.
- 이란의 경우 국산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음. 북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산화 정책에
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광물자원 위주의 경제체질을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
기 위해서는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원활한 자금 유입이 선결과제임.
- 그러나 쿠바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장을 위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효율성을 제고
하고 개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정책을 수용하는 등 내부 경제개혁
을 병행하여야 함.
대북제재가 북한 산업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음.

- UN 대북제재가 점점 더 강화됨에 따라 상품무역에서 북한의 외화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 따라서 북한은 상품무역 이외에도 봉사무역(해외노동자 파견, 서비스 무역 확대)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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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육성하는 등 외화수급상황을 개선하려 할 것임.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일련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 자체는 내부에 축적된 외화를 사용하면서 1~2년 이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북한에 확산된 시장과 민생 경제는 2018년 하반기경에는 대북제재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김정은 집권 이후 대외환경 변화와 수출의 연관성을 분석하면 [그림 2]와 같음.

그림 2.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출의 연관성 분석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제재에 저항하려 할 것임.

-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한 산업정책이 미미하기는 하나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으며, 북한 경제
도 안정화되어가는 모양새
-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해온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
는 한편, 대북제재를 우회하여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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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산업은 만성적인 결핍경제로 산업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생산설비를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상황
- 산업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생산설비를 수입할 수 없다면 북한의 산업활동은 제약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산업정책(과학기술 우대, 생산시설 현대화, 인민생활 향상, 부동산
개발)도 수정이 불가피
-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수출, 해외노동자 파견)을 전면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북한 산업정책의 추진방향은 결국 북한의 외화수급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대북제재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화를 가지고 있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추진하였던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반대로 대북제재가 북한 외화수급에 영
향을 줄 경우, 북한의 산업정책 변화는 불가피해보임.
- 결국 북한은 정책적으로 민간부문에 축적된 외화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면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며 기존의 산업정책도 지속하려 할 것임.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압박)와 대화(관계회복)를 병행해가겠다는 현 정책을 지속해나갈 필
요가 있음.
향후 북핵문제가 일정 정도 진전을 이룰 경우, 새로운 경협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북제재에
저촉될 여지가 적은 남북한간 협약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예측가능한 남북교류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도 관련 제도의 영향을 받아 북한의 시장화ㆍ현대화가 더욱 가속화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남북한 FTA 또는 남북한 CEPA((가칭)남북한경제협력강화약정)를 체결하여 제도적인 부분부터
남북한이 협력하는 것도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안 중 하나임.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달성한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근거로 남북관계에
보다 강화된 지위와 권한을 요구할 개연성이 큼.

- 북한의 요구수위는 우리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안 마련이 필요
- 북한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도 북한이 경협의 성과를 현금이 아닌 현물 형태로 공유
하도록 요구하여 대북제재에 저촉될 여지를 줄이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함.
또한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북한의 변화(시장화ㆍ개방화)를 촉진하며, 남북한
의 산업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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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하반기에 공표된 지 3년이 경과함.

- ‘중국의 꿈(中國夢)’을 말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톱다운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이 구상은 다양
한 면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국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당중앙 톱다운에 의한 ‘일대일로’에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주려고 의도하고 있음.

-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위한 대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동서양을 육로로 연결
하는 교통인프라가 더욱 정비되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혜택을 받
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임.
그러므로 먼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기회 모색에 필요함.

-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국가 백년대계의 장기전략이므로 우리도 중국과 비슷한 장기적인 시야
를 가지고 이 전략을 볼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이해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신형 국제협력 이념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발전전략이
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시행을 통해 기존의 지역별 육성계획을 개방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가속
화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해외로 돌리고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임.
한편 ‘일대일로’는 고정된 것이 아닌 개방적인 전략으로 주변국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계속 보완하고 주변국과 함께 발전하는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
로젝트로 중국 국내외 개발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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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전략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시행될 전략으로서 주변국과 중국의 경제 및 외교 관계에 따라 진행
속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중국의 자본수출국 전환 및 위안화의 국제화 등에 발맞춰 일대일로가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
추진되며 중국과 관련국 간에 다양한 협력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전개되는 중국의 제도 변화, 중국과 주변국의 협력관계 변화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전개될 양상을 전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제시
한 신(新) 대외전략임.
일대일로는 중국이 기존의 동부 연해안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전방위적
대외개방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중단기적으로 무역ㆍ투자ㆍ인프라ㆍ금융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통
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을 넘어 에너지ㆍ안보ㆍ민간 교류 확대를 통해 운명공동체로 통
합ㆍ발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통해 G2로 부상한 중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여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가
로 발전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ㆍ외교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 담긴 전략임.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최고위급 지도부의 적극적인 해외순방을 통해 대
외홍보를 강화하고 당위성을 확보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는 일대일로가 중국만을 위한 발전전략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국가를 위한 개방형 협
력 플랫폼이며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주변국가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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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도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고 주도하는 국가전략인 만큼 중국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분야별, 지역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2013년 9월 일대일로가 최초로 제기된 이래 2015년 3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는 일대일로 전략의 마스터플랜 격인 ｢비전과 행동｣을 마련하였고, 2016년에는 일대일로 전략
이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의 ｢13.5규획｣에 포함되어 2016~20년 5년간 추진계획을 명시함.
최근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일대일로 관련 문건을 다섯 가지 주요 협력분야인 오통(五通)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프라 연결, 무역원활화, 민심상통에 관한 문건이 비교적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음.

- 하지만 다섯 가지 협력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단정하기
는 어려우며, 향후 부처별로 발표되는 문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중앙정부가 인식하는 협력의 중
요도와 추진속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국 지역별 일대일로 추진계획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뉨.
육상 실크로드의 해당 지역 대부분은 기존 동부 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
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음.

- 또한 향후 일대일로 추진에서 대외개방 거점지역으로서 선점을 위해 중국 내륙지역 지방정부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임.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협력 강
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함.

-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
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ㆍ통신ㆍ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주로 발표함.
-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각 성별 문건을 분석하면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각 지방별로 특색을 살린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
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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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일대일로 협력대상국인 연선국가가 64개국에 이르고 협력분야도 정책, 인프라, 무역, 금융,
민간 등 매우 광범위하며, 중국 내부 참여주체도 대부분의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그 추진 계획과 내용이 방대하여 앞으로 장기간 동안 분야별, 지역별 구체화 작업이 지속될 것으
로 보임.
- 대내적으로는 모든 지방정부들이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한 대내외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되어
전략 추진의 대상, 지역 및 영역의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향후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외적으로도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들로 구성되어 지정학적 불
안요인이 잠재하며, 현 단계에서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2) 인프라 연결(

)에 대한 평가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
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움.
- 현재까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의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 건
설에 일부 진전이 있음.
- 그 외, 기타 연선국가들과의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은 MOU나 투자협정 체결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경제개발수준이 낮고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협력 수요가
크지만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인과 과제도 많음.

-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과거부터 민족ㆍ종교 갈등, 영토분쟁, 테러 발생, 정정불안 등 지정학적
및 안보 리스크가 높음.
-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협력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은 일대일로 추진의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인프라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현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철도ㆍ도로 건설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삼림파괴, 수질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가
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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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부적으로는 발개위(NDRC), 상무부, 재정부,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물론 관련 기업, 지방정
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할 및 기능, 부처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감독하고 조정하
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도 위험요인이며, 일대일로는 중서부지역 개발
및 개방을 통한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이 주변국과
무분별한 개발 프로젝트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는 중복투자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프로
젝트를 실행하는 중국기업들의 해외경험, 현지화 및 기술력 부족도 연선국가와의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됨.
이와 같이 일대일로 추진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다수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존재
하므로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 추진을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정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초래할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자금융통(

)에 대한 평가

현재 일대일로 자금융통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이후에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는 자금융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임.

- 아직 개도국인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역ㆍ금융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미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함.
- 국제금융협력은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일대일로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
적, 군사적 안정이 이루어져 국가 리스크가 줄어들어야 함.
- 일대일로 주변국가들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아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적으므로
중국 내 자금은 일대일로 사업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 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 사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ADB
나 WB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데 ‘뉴노멀’ 시대에도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ㆍ주식ㆍ채권 시장 등 금융시장
의 지나친 급등락을 경계해야 함.
자금융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될 것임.

-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 자금융통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인데, 중국과 그동안 통상ㆍ금융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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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했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금융통이 가속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
- 항목별로는 참여부담이 적고 특정 조건이 필요 없는 부문의 협력, AIIB 참여 등이 주로 진행되
겠지만, 대중국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안정ㆍ발달되어야 가능한 위안화청산은
행 설립 같은 협력은 빠른 진행이 어려울 것임.
- 일대일로 금융협력은 중국 주도 정책금융기관ㆍ국유상업은행과 국제금융기구가 중심이 되고 단
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보완적ㆍ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중국 간 실물교류에 필요한 금융협력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즉 인프라 건설, 무역 원활화, 투자 활성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자금융통부문의
협력수준이 제고될 수 있음을 의미함.

4) 무역창통(

)에 대한 평가

무역창통 수준은 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경제협력구 설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음.
동남아 몇 개국에서 중국과 무역불균형이 개선되며 일대일로로 인한 무역원활화 효과가 나타남.

- 일대일로 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 유럽, 동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6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TSI(무역특화지수) 절대치 비교분석을 통해 무
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일대일로 전략 시행으로 인한 무역원활화 수준의 제고효과가 명
확히 나타난 권역은 없음.
- 이는 권역에 포함된 국가별 경제 및 산업 발전정도가 다른 점과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는 데 그 한계가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국가별로 TSI 변화를 보면 무역원활화 효과가 감지되는 몇몇 국가가 있는데, 동남아 지
역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 감소하며 무역불균형이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남.
- 이 국가들은 중국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중국기업들이 현지 직
접투자를 확대하며 제조기지가 이전된 국가에서 생산한 중간가공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임.
- 해당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수입이 각각 2.7%, 18.4% 감소했던 2015년에도
중국과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속
도가 빨라진 데 따른 것임.
- 즉 중국의 생산 네트워크 이동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과잉생산시설의
주변국 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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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편리화 측면에서 보면, 2015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
으며(84억 6,000만 달러),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ODI도 18.2% 증가함.

- 이는 중국의 전체 FDI가 같은 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증가
폭이 큰 것임.
- FDI 금액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며, 중국의
ODI는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네시아, U.A.E 등에 진행됨.
- 특히 인도(59.2%), 인도네시아(37.8%), 싱가포르(18.5%)에 대한 FDI 증가율이 높았고, ODI의
경우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제외한 7개 국가가 모두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업종별로 보면 ODI는 임차 및 상업 서비스와 금융중개업, FDI는 제조업, 부동산, 금융중개업이
주를 이룸.
- 또한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세계 104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대일
로 국가는 50개국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함.
-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53개로 나타나 양자투자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양자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리스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투자편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일대일로 무역창통에서 육상ㆍ해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경제협력구는 변경경제협
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 분류되며, 2016년 11월 현재 각각 17개, 1개(11개 건설 중),
13개가 조성되어 있음.

- 중국 변경지역 대외개방을 위한 국가급 개발구인 중점개발개방시험구도 7개 지역에 조성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를 확보
하며, 중국 변방지역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중국 대외개방정책이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서쪽’을 향한
대외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변경지역에 조성된 개발구들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대외개방
의 거점지로 상승하게 된 것임.
-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변경지역 및 연선국가에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지에 위치한 공동경제협력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임.
- 공동경제협력구는 향후 일대일로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에서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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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① 지속적인 일대일로 관련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일대일로는 향후 30년 이상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 지속될 것이며,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대일
로 관련 문건 발표는 무역, 투자, 인프라, 정책 및 인문교류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한 표석이라고
할 수 있기에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분야별 정책과 계획의 연속성과 변화를 주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예를 들어 공식문건 외에도 국무원이 2015년 7월에 발표한 ｢일대일로 관련 기업 노선도｣와 같
이 중국 국유기업의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초기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에서 중복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 행동방향은 향후 지
방정부들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어 선별적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
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중점산업 및 기업 육성정책과 일대일로 추진 관련 추가 발표문건의 내용
을 종합하여 성시별 비교우위 보유산업, 경쟁력 보유 기업 및 산업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지역별 진출전략 모색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② 중국의 생산 네트워크 변화 및 연선국가와의 FTA 효과 활용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추진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 중 하나는 연선국가와의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교류 확대
및 경제공동체 형성이며, 특히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응하여 글로벌 무역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자 하는 중국정부는 일대일로를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 기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
현황 및 구조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일대일로 추진 이후 3년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무역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대일
로 연선국가 간의 무역규모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무역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무역특화지수(TSI)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중국기업들이 양호한 투자여건을 지닌 동남아시아 국가로 산업이전 및 직접투자를 확대함
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중국에 생산가공기지를 설립한 한국기업은 기업의 경쟁우위와 글로벌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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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태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유라시아 자유무역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중국과 연선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
결, 통관 일체화 협력 등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③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 축적을 통한 일대일로 금융 프로젝트 참여
장기적으로 진행될 일대일로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MDB인 AIIB 진행 프로
젝트를 주목함과 동시에 MDB와의 협업경험이 적은 한국 금융기관은 정부, 정책은행, 민간 금융기관, 건
설기업의 공동 참여경험 축적이 필요

- 중국 주도로 탄생한 최초의 MDB인 AIIB는 한국의 금융기관에 새로운 해외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임.
- AIIB는 일대일로 인프라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요 국제금융기구로 성장할 전망으로 비교적
높은 지분(3.81%,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으로 참여한 한국은 기타 역내 참여국에
비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나은 편이기에 향후 AIIB가 진행할 프로젝트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 다만 한국 금융기관은 기존 MDB 등 국제 개발금융기구와의 협업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민관이 협력하여 AIIB를 비롯한 MDB 수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초기에 참여경험을 쌓아가야
장기적으로 진행될 국제기구 주도의 일대일로 인프라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④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지정학적 위험요인 외에도 인프라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 외국투자기
업에 대한 반감정서 등 투자 리스크 요인이 잠재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 투자환경,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 수립 및 해당국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킹이 중요

- 현지의 우려와 반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활발한 CSR 활동을 고려
해볼 만하며, 인프라 시설이 취약한 개도국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보건ㆍ의료, 교육, 환경 분야
에 적극적인 CSR 활동을 펼치는 것은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 진출에
기여할 것임.
- 즉 우리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중국이 안고 있는 제약요
인을 완화할 수 있다면 중국과의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협력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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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①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진행방식으로 한․중산업협력단지 활성화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함께 재정비하고 있는 공동경제협력구의 하나인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한ㆍ중 FTA
에서 논의되었던 한국 새만금 한ㆍ중 FTA산업단지와 유사한 개발구로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조성된 해
외경제무역협력구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한ㆍ중산업협력단지 조성 방안 모색에 참고

-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추진을 계기로 재정비하고 있는 공동경제협력구는 중국 변경지역과 인접
국 및 연선국가 간의 무역ㆍ투자 확대에서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한국 새만금에 조성 중인 한ㆍ중 FTA 산업단지는 한ㆍ중 FTA 협정문에 명시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개발구이자 공동경제협력구 중 해외경제무역협력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개발구로서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조성 중
인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경우 중국지방 선도업체가 소속
지역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있어야 중
국 상무부와 재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중국기업과 지방정부 네트워크 활용 가능
여부가 개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 이에 한국에 조성 중인 한ㆍ중 FTA 산업단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기보다는 중국의 몇 개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사정을 잘 이해
하고 지방정부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유수 지방기업이 개발구의 개발ㆍ운영ㆍ투자 유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역 선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②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구 조성에 선제적 대비
일대일로의 새로운 개발구 협력 모델인 초국경경제협력구의 조성이 중국 내 각 지역별 현황 및 인접국과
의 경제교류 상황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방지역에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국경경제협력구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 및 제도ㆍ정책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중국정부는 변경지역의 전략적 거점지에 국가급 개발구인 중점개발개방시험구를 지정하여 초국
경경제협력구와 연계하여 발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중국 내 지역상황과 인접국과의 경제교류 상황에 맞는 지역맞춤형 선도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방 인접지역에 조성될 초국경경제협력구에서 협력가능분야, 제
도적ㆍ정책적 수요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한ㆍ중 간 무역, 투자, 가공생산 등의 분야에서 교류는 물론이고 노무, 관광,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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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질적 교류 강화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인 교류 강화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도모

- 중국의 개별 성(省)의 규모가 상당함을 고려하여 성 하부단위인 시정부(市政府)와의 교류를 통해
향후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성 안에
서도 시(市)별로 경제규모의 차이가 큼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교류 확대가 필요
- 특히 일대일로 문건 발표에서 한국이 강조된 지방정부와의 교류 강화가 중요해 보이는데, 헤이
룽장성은 유일하게 한국이 일대일로 발전계획에 언급되어 있는 성으로 우선적인 지방정부간 교
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동북지역에 위치한 헤이룽장성은 접경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위해 러시아에 대해
중점적인 개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잇는 철도,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헤이룽장-동남연해, 헤이룽장-일본ㆍ한국, 헤이룽장-동남아 등의 연계 운송 신통로
건설을 계획하는 한편, 하얼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러시아, 일본, 한국 및 동북아를 잇는 국제항
로를 확충할 계획임.
- 그 외 구체적으로 정책적 교류협력을 표방한 허베이성과의 정부간 교류 활성화를 시도해볼 필요
가 있음.
- 일대일로의 오통 중 정책소통을 강조한 성시(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산둥성, 허베이성, 톈진시,
광시좡족자치구) 대부분이 연선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제안을 하
고 있는 데 반해 허베이성은 국제우호도시를 주축으로 정부 고위층간 상호 방문, 부문별 회담
실시를 통해 정부간 정책 교류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게다가 최근(2017년 4월 1일) 중국정부가 베이징, 톈진과 인접한 허베이성에 제3의 국가급 신
구인 슝안(雄安) 신구 개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허베이성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
임.
- 허베이성은 2015년 기준 1인당 GDP가 6,464달러로 중국 평균인 8,028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이지만, 같은 성 안에서도 지급시별(地級市別)로 1인당 GDP의 편차가 큰 편으로, 1인당
GDP 6,464달러인 허베이성의 지급시인 탕산(Tangshan)1)시의 경우 1인당 GDP가 1만 2,582
달러에 달함.
- 따라서 도시별 특색을 고려한 교류도 중요하지만 경제규모 및 교류의 질도 양국 교류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질적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 발해만에 접한 인구 760만 명의 탕산시는 베이징과 톈진시 두 대도시의 중요한 관문이자, 중국에서 최상위 철강 생산 및 항만물류
도시다. 산업구조가 포항과 흡사한 도시로 허베이성 안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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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①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 창출
중국 내 각 성( )별로 지역적 특색, 경제여건, 산업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일대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
므로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요를 발굴하여 새로운 협력기회를 모색

- 한국은 IT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저장성의 발전계획에 맞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 저장성은 전자상거래 우위를 활용하여 초국경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소ㆍ개인 기업의 초국경 전자상거래의 무역 편리화를 심화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등의 발전과 ‘인터넷 실크로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육상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성정부들의 계획을 보면, 개발구 주도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례로 중국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외무역 교류가 낙후된 ‘구이저우성’은 ‘내륙
개방형 경제시범구’ 운영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음.
- 구이저우성은 성도인 구이양에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와 ‘국가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하고,
‘구이안 신구’를 조성하여 보세, 가공, 물류, 무역, 금융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 이상의 경제특구 및 개발구 안에서 제공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과거 동부
연해지역의 개발구 전략을 통한 경제 발전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에서 사업을 시도한다면 과거 연해지역에서의 중국 사업 성공경험을
다시 시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양국간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일대일로로 인해 제3국에서 진행되는 해외사업에 중국과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준비의 일환으
로 우선 상대국에 투자하여 양국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ㆍ중 간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

- 최근 한ㆍ중 간 경제교류는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생산하여 제3국
에 수출하는 글로벌 제조분업구조에 기반을 둔 기존의 한ㆍ중 간 산업가치사슬 내 협력은 한계
에 직면한 것으로 보여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임.
- 한국의 대중국 수출둔화는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및 산업고도화, 중국 내 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임.
- 중국의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대체하면서 전체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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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 모두 베트남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이 증가했으며, 이는 한ㆍ중 양국
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긴 결과, 베트남 현지 공장에 필요한 중간재
공급과 현지 생산물건의 재수출이 이루어진 데 기인함.
- 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속에서 한ㆍ중 간 협력기지의 이동이 필요하며, 협력산업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일대일로로 진행되는 해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사업이나 일대일로 관련 산업시설 이전 등 제3국에 중국과 공동 진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함.
- 일례로 한ㆍ일 간 제3국 공동진출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데, 주로 일본기업이 한국에 투자하
여 경영활동을 진행하다가 해외시장으로 공동 진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한ㆍ중 사이에도 상대국에 투자하여 양국의 협력이 상호 장단점 결합으로 윈-윈(win-win) 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국간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논의될 필요가 있음.

③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대일로 전략 동참 준비 필요
일대일로가 중국의 장기적 국가전략임에 유념하여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국의
의도와 방향을 이해하여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파악하여 양국 협력방안
논의 필요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의도와 방향을 이해하고, 거대한 중국의 세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대
일로 추진계획들로 인해 생겨나는 변화를 파악하여 협력기회를 포착하여야 함과 동시에 우리나
라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장점을 살린 협력을 추진하고, 약점은 장점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지역별로 일대일로 전략 시행이 보다 구체화되기 전에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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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정책
을 분석ㆍ전망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

-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ㆍ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양국은 상호 경쟁적 관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이 절실
2015년 중국정부는 제조업 관련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중국 제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속 추진 중

- 2015년 5월 국무원이 공식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고, 품질제고, 친환
경성장,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하며, 인터넷과 전통제조업 간 융합을 토대로 하는 스마트
제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중국제조 2025’는 자원집약형 제조대국에서 기술주도형 스마트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전략의 중심

-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제조업 구조조정 및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중국정부의 판단과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제조업 전체의 체질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 정책은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기존 방식과의 충돌로
인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IT 산업 및 인터넷 경제의 발전, 중국 내 혁신역량
강화 등과 맞물려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음.
중국의 제조업 발전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 혹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주요 신성장산업은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고기술선박
및 해양공정장비 등으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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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의 미래 투자가 집중될 산업이 중국의 보호주의적 산업 및 무역정책과 맞물릴 경우,
향후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 및 한국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반면 관련 정책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IT,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음.
또한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이되 향후 발전방향을 이끌어갈 정책이기
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 제조업 발전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적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중국 제조업 산업데이터, 무역데이터, 글로벌 가치사슬(GVC)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
론을 사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과 추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중국 제조업의 현 상황, 발전전망, 제조업 발전정책(중국제조 2025)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
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필요

- 중국 제조업의 발전과 정책이 한국에 가져올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함
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제조 2025 분석
[정책 목표]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제조업 육성을 바탕으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2025’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조업
과 ICT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형 제조’의
발전 지향(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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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제조 2025’의 추진 방향과 핵심 내용
항목

주요 내용

5대
기본
방침
 제조업 혁신능력 제고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 추진
 공업 기초역량 강화
 품질 강화ㆍ브랜드 구축
9대
주요
임무  녹색제조 전면 추진

-

핵심기술 R&D 지원 확대, 과학기술 성과 운용 활성화
국가 제조업 혁신 및 표준 관리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설비 개발ㆍ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추진
인터넷과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 제조 인프라 구축
핵심 기초부품ㆍ선진 기초공법ㆍ핵심 기초소재ㆍ기초 산업기술 등 ‘4대 기초(四基)’ 역량 발전
완제품 기업과 공업 기반산업 기업 간 협력 추진
제품 품질 및 기술 관리 시스템 개선
자동차, 고정밀 수치제어 기계, 궤도 교통 설비, 대형 장비, 핵심 원자재, 전자부품 등의 품질 제고
제조업 브랜드 창출
제조업 전반의 친환경화 추진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 중점 발전

 10대 중점 영역 발전 추진

- 10대 핵심 산업 중점 육성

 제조업 구조조정 심화

-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대ㆍ중ㆍ소 기업간 협력 추진

 서비스형 제조업(服务型制造)
- 생산형 제조를 서비스형 제조로 전환 추진
ㆍ생산형 서비스업(生产性服
- 제조업과 밀접한 생산성 서비스업 연계 발전
务业) 발전 추진
- 외국인투자 유치 및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제조업 국제화 발전 수준 향상
-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해외 제조업 협력단지 구축
- 집적회로 및 전용 설비
차세대 정보기술
- 정보통신 설비
(新一代信息技术)
- 운영체제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ㆍ로봇 - 고급 NC 공작기계
(高档数控机床和机器人)
- 로봇(공업용, 특수/서비스형 로봇 등)
- 항공설비(대형/간선항공기, 헬기, 무인기 등)
항공우주 장비
(航空航天装备)
- 우주설비(탑재 로켓, 신형 위성, 유인 우주기술 등)
- 해양 엔지니어 설비 기술
해양장비ㆍ첨단 선박
(海洋工程装备及高技术船舶)
- 첨단 선박기술
- 신소재, 신기술, 신가공 응용
10대
선진 궤도 교통 설비
-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
핵심
(先进轨道交通装备)
- 제품의 경량화, 모듈화, 시스템화
산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동력 자동차, 저탄소 자동차
에너지 절약ㆍ신에너지 자동차
(节能与新能源汽车)
- 핵심 기술(고효율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등)
- 고효율 석탄전력 정화설비, 수력 및 원자력 발전, 중형 가스터번 등
전력 설비(电力装备)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설비 등
농업기계 장비(农机装备)
신소재(新材料)

- 첨단 농기구 및 핵심 부품
- 특수 금속,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재료 등

- 바이오 의약(중대질병 치료약품, 바이오기술 응용 신의약품 등)
바이오 의약ㆍ고성능 의료기기
- 고성능 의료기기(영상설비, 의료용 로봇 등)
(生物医药及高性能医疗器械)
- 첨단 의료기술(3D 바이오프린터, 다기능 줄기세포 등)
자료: 中国政府网(2015. 5. 19),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 015-05/19/content_9784.htm(검색일: 2017.
9. 2).

[위협요인] 첫째,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둘째, ‘중국제조 2025’가 중국 로컬 기업에 제공하
는 우대 혜택과 재정지원 강화가 해외기술 및 기업 인수자금으로 활용되면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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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을 수 있으며, 셋째, ‘중국제조 2025’가 특정 기술과 산업에 과잉투자, 중복투자로 이어지면 세계적
과잉생산ㆍ과잉설비, 가격폭락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넷째,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신성장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막는 정책을 쓴다면 새로운 통상 분쟁이 늘어나고
외국기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기회요인] 첫째, ‘중국제조 2025’는 신성장 첨단산업 ―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
기계ㆍ로봇 등 ― 을 중심으로 방대한 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둘째, ‘중국
제조 2025’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ㆍ투명ㆍ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ㆍ화공ㆍ선박 산업 조정, 고속철도ㆍ전력장비ㆍ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 ―
이 제시되면서 외국기업의 신(新) 비지니스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셋째, 중국의 각 지역은 각각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제조업 발전정도, 비교우위 특화산업,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산업에 차이가 있어서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음.

2) 산업ㆍ무역 데이터 분석
[발전 현황] 중국 제조업은 고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투자 정책에 힘입어 중고위기술, 고위기
술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 산업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중고위기술 업종의 매출액 기준 비중이 확대되고 고위기술에 대한
R&D 투자 지출이 지속 증가(그림 1 참고)

그림 1. 중국 제조업 기술수준별 매출규모 비중
(단위: %)

주: 비중은 각 기술수준별 산업 매출액이 중국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tjsj/, 검색일: 2017. 7. 15)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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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데이터 분석에서는 중국의 수출 비교우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범용 중간재 생산ㆍ조달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고위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
장점유율 지체가 나타남(그림 2 참고).

그림 2. 중국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주: 비중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TC Trademap(http://www.trademap.org/tradestat/index.aspx?proceed=true&tradetype=I&reporter= 156, 검색일: 2017. 10. 10)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시사점] 첫째, 최근 중국 제조업 발전 추이와 ‘중국제조 2025’를 보면 전통 제조업이 아닌 중고위기술
및 고위기술 분야와 4차 산업혁명 연관 신산업 등의 발전이 두드러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앞으로
이들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 둘째, 기술수준별로 볼 때 최근 중고위
기술ㆍ중저위기술 업종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지만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정체 혹은 지체되는 모습
으로 과연 중국기업들이 고위기술 업종에서 빠르게 자생적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3) 글로벌가치사슬(GVC) 분석
[발전 현황] 중국은 제조업에서 총수출의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점차 감소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낮아졌고
수직특화를 중심으로 GVC 참여가 감소하였으며, 최종재의 해외부가가치는 감소한 반면 중간재의 해외부
가가치는 증가하여 GVC 위상이 후방―>전방으로 향상되는 모습(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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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종재 및 중간재 해외부가가치
(단위: 비중, %)

연도

수직특화

해외부가가치_최종재

해외부가가치_중간재

해외원천_이중상계항

2000

17.36

31.46

46.67

21.86

2005

25.58

30.97

45.31

23.72

2008

22.67

31.67

43.65

24.67

2011

21.79

33.77

42.41

23.82

2015

16.19

30.67

51.27

18.06

주: 수직특화는 총수출 대비 비율이고, 그 외 해외부가가치_최종재, 해외부가가치_중간재, 이중상계항은 수직특화 대비 비율임.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6을 활용하여 저자 계산.

-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중간재 비중이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의복ㆍ가죽 제조업, 컴퓨터ㆍ전자
ㆍ광학제품 제조업에서, 기술별로는 중상기술 제조업에서 크게 증가
- 단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간재 수입확대가 중간재 대체보다 더 커서 한국의 대중국 중간
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요 산업에서 GVC 내 한국의 위상
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상승
[산업별 격차 존재] 섬유ㆍ의류와 휴대전화 산업에서는 대부분의 교역관계가 중국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연결되는 중국 중심성을 보여주었으나(그림 3 참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GVC의 선도
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별 격차 존재

- 중국의 중심성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역내 교역관계를 형성하면서
2007~15년 사이 약화되고 있었는데, 의류 분야에서는 한국-베트남, 일본-베트남, 일본-인도네
시아, 일본-방글라데시 간, 섬유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ㆍ베트남, 그리고 인도와 방글라데시,
휴대전화에서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한 한국의 부품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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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시아 역내 교역 네트워크 변화: 의류

2007년

2015년

세계 총 무역액(억 달러)

3,473.7

4,143.4

역내 총 무역액(억 달러)

554.2

687.6

표시된 무역관계의 총액(억 달러)

470.3

504.7

― 역내 무역액 대비 비중(%)

84.9

73.4

주: 1) 전체 역내 무역총액의 1% 이상인 교역관계만 표시. 원의 크기는 역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1% 이하는 동일).
2) AUS(호주); BGD(방글라데시); CHN(중국); HKG(홍콩); IDN(인도네시아); JPN(일본); KOR(한국); MAC(마카오); MYS(말레이시아); NZL(뉴질랜드); SGP(싱가포르);
TWN(대만); VNM(베트남).
자료: UN Comtrade.

[시사점] 첫째, 역내교역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산업간 뚜렷한 차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도 산업
간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둘째, 중국의 중심성이나 가치사슬상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중국 로컬 기업의 중심적 역할이나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이동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셋째, 중국을 주요 축으로 하지 않는 역내 신교역망의 등장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
로 형성되었던 한ㆍ중ㆍ일 중심의 분업구조가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등 아시아 역내의 다른 지역까지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역내 분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분기(分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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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중국제조 2025’의 기회요인과 한국의 활용방안
① 중국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창출될 신(新)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를 제공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회요인] ‘중국제조 2025’의 기본 방향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 핵심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
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ㆍ로봇 등으로 방대한 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
[활용방안] 한국은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절약ㆍ신에너지자동차, 고효율전력설비, 첨단농업기계장비, 신
소재 등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 산업 발전 현황, 방향, 전망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고품질,
고효율, 국제표준의 관련 부품, 반제품, 자본재 등 개발 추진

②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증가할 외국기업의 사업기회를 활용하여 재중(在中) 창업, 대(對)
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 지분투자, 합작투자 등 모색
[기회요인] ‘중국제조 2025’는 대외개방 확대를 표방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ㆍ투
명ㆍ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무역 원활화 등의 정책 제시
[활용방안] 신산업에서 유망한 중국기업들에 대한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등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중한혁신창업단지 등에서 재중(在中) 창업 후 중국기업과의 협력 추진

③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출 모색
[기회요인] 중국의 각 지역은 제조업 발전정도, 비교우위 특화산업,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산업에 차이
가 있어 지역별로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협력 가능
[활용방안] 대한국 경제협력의 신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는 지린성 창춘, 중한혁신산업창업보육파크가 조
성된 쓰촨성 청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산시(陝西)성 시안, 충칭 등 경제협력 수요가 크되
경쟁이 적은 지역을 중점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략적 진출 모색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197

2) ‘중국제조 2025’의 위협요인과 한국의 대응방안
①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강화에 대비한 제3국 시장 개척을 통한 거래선의 다변화, 중국
소비재 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위협요인] 중국의 수입대체화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대중국ㆍ대세계 수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 존재
[대응방안] 전통산업에서의 기술경쟁력 강화, 중국 소비재 내수시장 개척, 제3국 시장개척을 통한 거래선
다변화, 신성장 산업에서의 기술선도 및 제품경쟁력 확보,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in-frame
전략: made in china가 아닌) 개발, 일본 및 독일의 경쟁력 유지 사례 연구 필요

② 중국정부의 적극적 M&A 지원으로 인한 국내 기술ㆍ기업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의
직접투자는 독려하되, 전략산업, 기술, 인력은 보호하는 정교한 정책 구상
[위협요인] 중국의 많은 해외 M&A가 실제로는 중국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국유기업의 주도로 성립되면서
기술 유출ㆍ기업 인수에 대한 우려 증가
[대응방안] 중국의 직접투자는 독려하되, 전략산업, 기술, 인력은 보호하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M&A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이 이들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M&A하여 기술 습득, 선진국 시장 진출, 중국
의존도 감소를 노리는 전략 가능

③ ‘중국제조 2025’ 주요 산업들의 미래 공급량을 예측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
[위협요인] 중국이 향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특정 산업에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공급과잉, 가격폭락 등 시장교란을 초래할 가능성 상존
[대응방안] ‘중국제조 2025’의 주요 산업별로 생산량을 예측하고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왜곡 기
존 사례를 분석하여 장기 대응책을 산업별로 수립(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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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국제조 2025’ 시행에서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모니터링하면서 WTO 제소
준비 등 대처방안을 미리 모색
[위협요인] 로컬 기업에 제공하는 우대혜택, 재정지원, 무역장벽 등으로 시장왜곡, 외국기업 경쟁력 악화,
새로운 통상분쟁, 상대국 맞대응으로 인한 보호주의 확산 우려
[대응방안] 공식문건 분석, 현지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등을 활용하고 중국의 분쟁 사안을 검토하
여 대상품목과 지원형태, 핵심 쟁점, 중국의 대응논리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며. 분쟁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WTO 제소, 상계관세조치 등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

3) 중국 제조업의 산업 및 무역 구조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① 중국의 제조업 업종별, 기술수준별로 발전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선도전략과 편승전략으로
나누어 업종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 구상
선도전략은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여 장기적으로 산업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능한 전략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이 추격할 수 없도록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고 시장에서는 우월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공급과 가격을 조정하면서 후발자를 어렵게 만들고 산업을 주도
편승전략은 중국이 주도하는 신성장산업에서 발생할 틈새시장을 노려서 중간재 등을 공급함으로써 중국
제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전략으로 중국이 산업 전체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한국기업이 들어갈
일정한 영역이 존재할 경우 가능
전략 구상을 위해선 중국 제조업 성장 과정을 업종별ㆍ제품별ㆍ기술수준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를 전
망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 민관 연구기관, 관련 업체의 종합적 항시적 협동
연구가 필요

②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일정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의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점유율 상승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응방안 연구
실제 중국 제조업 발전이 고위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분석한 후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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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의 중간재 생산ㆍ조달 확대에 따라 수입대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별, 제품별
편차가 크므로 각각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대중국 수출에서 장기간 우위 유지가 가능한 중간재, 중기간 유지 가능한 중간재, 단기 유지도 어려운
중간재로 분류하고 각각 세부전략을 모색
중국의 수입대체화가 완벽히 폐쇄적인 중국만의 공급사슬을 만들 수는 없고 전처럼 핵심 부품과 기술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중간재의 대중 수출을 유지하는 유일한
장기적 해결책
다만 제3국 시장개척을 통한 거래선 다변화, 중국 소비재 시장개척 등도 함께 고려하되, 제3국 시장으로
는 인도, 아세안, 유럽, 북남미 등도 폭넓은 시야를 갖고 개척해야 함.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의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기기, 중국환경 악화에 따른 환경 관련
제품 등을 새로운 수출품으로 만드는 작업도 병행 필요

4)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위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① 중국의 GVC 위상상승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방 불가능한 블랙박스식의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여 중국의 기술 추격을 차단하는 혁신 추진
중국의 GVC 위상상승에도 한국산 중간재 수요 확대가 중간재 대체보다 크게 나타나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지속적 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해주는
핵심기술과 기술인력을 적절히 보호한다면 중국의 향후 GVC 위상 상승이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 다대

② 중국의 GVC 주도성 수준에 산업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향후 신성장산업에서 중국 중심의
GVC가 어떻게 형성될지 연구하여 참여전략 수립
역내 제조업 GVC는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산업별, 제품별 특성에 따라서 중국의 중심성 수준에
는 차이가 클 것이기에, 특정 미래산업에서 중국이 GVC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산업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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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의 GVC상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 중심의
GVC 확장 국면을 한국기업이 활용하고 편승할 방안 모색
중국 내 투자나 중국기업과의 협력으로 현지화한다면 향후 중국 중심의 GVC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성장의 과실을 우리 기업도 공유할 수 있음.

④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아세안(인구 6.3억), 인도(1.3억) 등 새로운 무역, 투자
시장을 개척하여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대해 우회적 대응
한ㆍ중ㆍ일 중심의 분업구조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다른 아시아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역내 분업구조
가 새롭게 재편되고 분기(分岐)되면서 중국을 주요 축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역내 교역망이 등장하면서
제3국을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적극 모색하는 신남방정책의 추진 당위성 제기
향후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아세안(인구 6.3억), 인도(1.3억) 등 새로운 무역, 투자 시장을
개척하여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대한 우회적 대응 필요

5) 기타 대응방안
산업별, 업종별, 제품별로 기술 특성, 한국과 중국의 발전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갖고 일률적인 정책을 고안하기는 어렵기에 정책 설계부터 각 업계, 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섹터 맞춤형 정책을 입안할 필요

- 특정 신성장산업의 R&D 투자를 고려할 때 정책 설계, 시행 단계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자연
스럽게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빠른 제품개발로 유도하는 방식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

- 가칭 ‘중국제조업발전 대응위원회’를 ‘4차 혁명 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항시기구로
설립할 필요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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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정책을 통해 중국 혁신역량의 양적 지표는 급속히 성장하
여 중등소득국가 중 최고 반열에 올랐으나 질적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

- IMD(국가경영개발연구원),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R&D 투자는 2016년
1.5조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창업기업 수, 과학기술 투자증가율은 세계 1위, 연구
인력규모, 특허 수, 논문 수 등도 세계 상위권 수준
- WIPO의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결과, 중등소득국가 중 처음으로 22위권에 진입
-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의 국가혁신지수 평가결과, 2000년 세계 38위에서 2014년 18위
로 지속 상승
- 그러나 R&D/GDP(2.1%), 연구인력/고용인원, 삼극특허 비중, 논문 피인용 횟수 등 질적 지표
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IMD, WIPO)
- 이밖에 혁신 관련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노동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시장환경, 경쟁환경의
공정성, 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은 미흡
수출ㆍ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국은 혁신을 새로운 성
장동력의 원천으로 삼아 최근 전방위적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을 전면화

-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2000년대 중반~)과 함께 최근 혁신의 대상을 제도, 관리, 비즈니
스 모델, 문화 등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혁신의 융합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음.
-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ㆍ산업화 전환 및 경제발전으로의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발전
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단계별 목표와 분야별 세부 정책을 추진
- 2020년 혁신국가 대열 진입, 2030년 혁신국가 대열의 선두로 도약하여 경제강국 초석 마련,
2050년 세계 과학기술 혁신 강국 달성을 추구
- 전방위적 혁신발전을 위하여 산업혁신(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 우수인재육성(과학기
술ㆍ산업기능ㆍ첨단혁신인재 등), 창업활성화(일반대중의 혁신 및 강소기업 지원 등), 제도ㆍ행
정 개선(혁신 장려시스템, 법률제도) 등 세부 정책 강화
또한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에 중국 각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 각 지역은 국가혁신전
략에 맞는 지역별 목표와 세부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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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은 원천혁신과 혁신역량 집적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 구축
- 중서부 내륙지역은 차별화와 비약적 발전방식을 통해 선진기술을 보급ㆍ응용하여 특화된 경제
와 신산업 육성
한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해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질적 성장
의 원천인 혁신발전전략에 대한 이해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

- 혁신발전수준, 정부 적극성 및 정책의지, 경제적 위상, 로컬기업의 비교우위 등이 상이한 지역별
혁신전략의 특징 파악을 통한 협력기반 구축, 분야 선별, 정책 지원 등이 필요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협력의 핵심인 혁신분야의 협력 가능성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제언

- 협력지역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ㆍ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
을 가늠하기 위해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비교
-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지역별 혁신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
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 분석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을
통해 산출한 결과, 압도적 1위인 베이징에 이어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

- 세부 통계지표를 혁신인프라, 혁신투입, 혁신산출의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점수를 표
준화하여 지역별로 합산한 혁신역량 종합점수 산출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톈진,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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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2011년 및 2014년)
2011년
1군(5)
2군(8)

베이징(40.2), 상하이(18.0), 톈진(15.0), 장쑤(11.0),
광둥(10.9)

2014년
베이징(46.6), 톈진(25.4), 상하이(22.5), 장쑤(13.2),
저장(12.6), 광둥(11.6)

1군(6)

푸젠(3.7), 랴오닝(3.5), 저장(2.9), 하이난(2.9), 산둥(2.6),
2군(5)
충칭(2.3), 후베이(2.0), 산시(陕西, 2.0)

산둥(4.5), 충칭(4.2), 후베이(1.4), 쓰촨(0.6), 푸젠(0.0)

3군(8)

쓰촨(-1.1), 후난(-1.8), 장시(-2.1), 헤이룽장(-4.3),
지린(-4.4), 안후이(-4.6), 티벳(-4.6), 구이저우(-4.8)

3군(7)

산시(陕西, -2.5), 후난(-2.9), 랴오닝(-3.4), 헤이룽장(-3.5),
안후이(-3.8), 허난(-4.7), 간쑤(-5.0)

4군
(10)

허난(-6.3), 네이멍구(-7.0), 간쑤(-7.5), 칭하이(-7.8),
허베이(-8.0), 광시(-8.4), 산시(山西, -8.9), 닝샤(-9.9),
윈난(-10.3), 신장(-15.2)

4군
(13)

광시(-6.0), 지린(-6.8), 하이난(-7.0), 산시(山西, -7.1),
구이저우(-8.9), 칭하이(-9.1), 장시(-9.2), 닝샤(-9.3),
티벳(-10.2), 네이멍구(-10.2), 윈난(-10.2), 허베이(-10.3),
신장(-12.5)

주: 1) 값은 [표 1]에서 제시한 24개 변수의 표준화점수(Z 점수)의 합계로 계산함.
2) 군집별 ( ) 안의 값은 해당 군집의 개체 수이고, 지역별 ( ) 안의 값은 합계임.
3) 1군은 합계가 10 이상, 2군은 0 이상, 3군은 –5 이상, 4군은 –5 이하로 구분함.
자료: 中国科技统计资料汇编, http://www.sts.org.cn/zlhb/(검색일: 2016. 8. 24); CEIC DB(검색일: 2016. 8. 24); 国家统计局, 科技部(2012); 国家统计局, 科技部(2015)
의 값을 활용하여 저자 계산.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한 결과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고 향상속도도 빠름.

-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의 혁신역량 수준은 낮으나
성장속도가 빠르게 상승

그림 1. 중국의 혁신역량 및 혁신속도의 지역별 분포(2014년)

주: 가로축은 2014년 종합점수, 세로축은 2011년 대비 2014년의 점수 변화를 나타냄.
자료: [표 1]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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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 및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베이징, 장
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陕西), 광시를 선정

2)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혁신발전의 중요한 환경요소인 정책은 총괄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분석

- 지역별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업 혁신정책, 인터넷융합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목표, 중점 혁신분야 및 프로젝트, 지역특화사업, 정책지원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파악
주요 지역의 혁신역량 점수와 혁신정책 우수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네 가지 혁신유형으로 분류

- 정책 우수성은 전략목표와 중점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ㆍ산업 구조와의 적합성, 세
부 추진방안, 재정ㆍ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 4개 영역으로 평가
현재의 혁신역량 수준이 높으면서 정책이 우수하여 혁신발전의 심화가 전망되는 지역은 베이징, 장쑤, 저장

- 특히 베이징은 혁신 역량과 정책 우수성 모두 월등히 높아 중국의 혁신발전을 선도
한편 현재의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과 산시는 혁신
유망지역

- 혁신 역량과 정책 우수성 모두 낮은 지역은 혁신열위지역으로 분류

표 2. 혁신유형별 지역혁신정책 특징
유형

지역

중점육성기술

역점 혁신분야

재정ㆍ금융 지원

혁신선도

베이징

기초 및 첨단

인터넷융합: 과학기술서비스

정부구매, 보조금, 펀드

장쑤

산업화

제조: 집적회로, 통신ㆍ교통장비

보조금, 대출ㆍ보험

저장

응용

인터넷융합: SW, 인터넷서비스

특별기금, 보조금

충칭

산업화

제조: 집적회로, 로봇, 교통설비

세금공제ㆍ보조금, 정부구매, 펀드

산시

기초 및 산업

제조: 에너지, 장비, 농업, ICT

보조금, 보증, 정부구매, 펀드

푸젠

기초 및 산업

제조: 정보전자, 장비, 에너지

보조금

안후이

기초 및 산업

제조: 디스플레이, 에너지

보조금, 신용대출

랴오닝

산업화

제조: 장비(로봇), 정보통신, 농업

보조금

광시

기초 및 산업

제조: 농업, IT, 신소재, 장비

보조금

혁신심화

혁신유망

혁신열위

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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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분석

-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요인은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ㆍ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
징, 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의 물적 인프라를 분석하여 파악
- 정부,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등 혁신주체 중 혁신추동주체 및 지역별 혁신주체 역량 강화 노력
등에 대해 분석
-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이의 개선방법 분석
혁신 선도지역인 베이징은 우수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모델
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ㆍ확산

-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 개방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수 국가
와 협력채널 구축
-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 센터 설립 지원 활발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장쑤는 응용기술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
의 산업화에 중점

-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식재산권 강조
-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 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장려
혁신 유망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면서 혁신환경 조성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

-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

4)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베이징: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을 목표로 과학기술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ㆍICT
융합 분야 등 전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

- 우수 연구인력 및 연구기관 등 풍부한 혁신자원과 중관춘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혁신ㆍ창업 환경
을 토대로, 지식 및 기초연구에 대한 혁신 비중이 높으나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가 저조하여 징
진지 혁신공동체를 통해 허베이ㆍ톈진으로의 산업화 공간을 확대할 계획
- 3차산업(75%) 중심의 베이징은 자체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혁신수요 증대로 과학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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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4년 국가급 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 허가
- 혁신주체로의 기업역량 강화, 최근 롄샹, 바이두 등 첨단기술기업 2만여 개가 중관춘 시범구에
집적하여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제조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 클러스
터 형성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을 위해 성공적인 선도기업 육성, 혁신표준 제정 등 산업 내 영향
력을 제고할 계획
장쑤성: 2035년 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을 목표로, 원천 혁신보다는 산업화 혁신에 집중하여 기반산
업인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 추진

- 풍부한 혁신자원과 기술, 우수한 산업기반과 기업역량을 토대로 혁신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저위 부가가치분야에 집중된 산업구조와 첨단기술분야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극복하고자
국제적인 혁신협력과 기술성과의 산업화 전환 강화
- 중대형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자체 R&D 센터 설립 비중이 88%일 정도로 혁신주체로서 기업
의 역량이 강하며, 이를 더욱 촉진하고자 기업연구소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대 및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을 추진
- 중국 최다 혁신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강조되는 지식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적
저장성: 민영기업의 적극성과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통해 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 민영경제 중심으로 성장해온 저장성은 민영기업이 혁신의 핵심주체이자 경제성장동력
- 혁신 자원과 인구는 적으나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융합 및 IT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
여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이 중요한 혁신분야
충칭: 서부 대표 공업도시로, 혁신역량은 비교적 낮지만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통해
서부지역의 혁신 중심지 추구

- 우수한 혁신인재장려정책을 비롯하여 인터넷학원을 설립하여 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산업 유관
인재를 적극 육성
- 과학기술 기업과 창업에 대한 보조금 및 펀드 조성 등 재정ㆍ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R&D
투자를 장려하여 충칭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의 역량 강화 추진
- 특히 량장신구에 새롭게 육성 중인 인터넷산업원은 인터넷기업에 최적의 인프라와 다양한 기금
운용을 통한 기업금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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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2050년 일대일로 혁신센터 구축을 목표로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자원 의존적인 경제구
조를 전환하고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공급 측 개혁 촉진

- 기업보다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혁신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부한 혁신자원을 기반으
로 기초연구나 특허 분야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 창출, 그러나 연구성과의 산업화는 매우 취약
- 시안시 중심으로 통신ㆍ전자 분야에서 R&D 연구역량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주로 군 혹은 연구
기관, 대학 등에 기반이 집중되어 기업의 경쟁력은 약한 편
- 중간재 중심의 생산구조, 최종재 생산기업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응용기술화 및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체적 한계 보유
안후이: 풍부한 과학기술자원을 토대로 정보통신, 에너지, 헬스케어, 환경 분야의 기술 선도 및 산업화를
통해 과학중심지 구축 추진

- 기업의 R&D 투자 비중이 81% 정도로 높으며, 연구성과가 상품개발로 이어지도록 산학연 플랫
폼을 조성하여 연구인력과 기업 간 협력을 장려, 이를 통해 기술산업화와 응용기술 발전 추진
- 창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 투융자에 필요한 금
융서비스의 발전수준이 낮고 기술의 시장화와 상업화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연해지역보다 낮아
창업의 장애요소로 작용

3. 정책 제언
1) 혁신 유형별ㆍ지역별 협력방안
① 혁신 선도지역: 베이징
혁신발전분야에서 중국 내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징과의 협력 강화 필요

- 우수한 혁신자원 및 발달한 기초과학분야에서의 연구협력 강화, 특히 한ㆍ중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등 분야 중심
- 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 및 상업화 분야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중국
내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의 응용 및 사업화 추진 필요, 중국의 기술사업화 추진단위 및 기술이전
센터와의 협력 활용
- 양국의 첨단기술 보유 연구기간의 상호 유치나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와의 협력 강화 필요
- 이밖에 바이오의약분야의 다국적기업 근무경험이 있는 중국 인재가 집적되어 바이오벤처 창업
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급인재 활용 및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협력과 시장개척의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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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혁신 심화지역
장쑤성: 국제협력과 기술성과의 산업화 추진정책을 활용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육성되는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 추진 강화

- 향후 유망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스마트 제조, 에너지절약ㆍ
환경보호 산업을 제시, 2020년까지 미래형 네트워크, 통신, 전략적 신소재, 신의약, 스마트 제조
등 기술분야에 600개 이상의 중점 연구개발계획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
- 한국과는 장비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의 중고위 기술분야, 자동차, 화공, 전자 산업에서 기술협력
수요 예상
- 최근 반도체, 신형 디스플레이, 공정기계 등의 산업클러스터를 중점육성하면서 기술추격과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쟁력 강화 필요
저장성: 서비스업 및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유망분야 발굴 필요

- 공업용 로봇, 스마트 웨어러블 설비, 산업자동차 제어시스템 등 로봇과 스마트 제조 장비를 중점
발전시킬 계획으로 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수요 증대 전망
- 외자 연구기관의 저장성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의 참여 독려, 외국인의 투자분야 확대, 외자기
업의 중국 진출 시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적용 등 외자기관의 진출을 적극 지원

③ 혁신 유망지역
충칭시: 하이테크산업 및 전략적 신산업 등 혁신형 경제로의 자체적 전환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수요 발굴

- 경제 전환을 위해 혁신인재장려정책 시행, 인터넷학원 설립을 통한 인터넷산업분야 인재 육성
추진
- 충칭시 첨단기술산업단지는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인텔과 추진, 향후 한국은 IT 산
업, 스마트 제조, 바이오의약, 신소재, 신에너지 등 해당 산업단지가 중점을 두는 분야에서 지분
참여나 인재교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 기술교류 등을 통해 진출 모색
산시성: 양국 정부간 기구축채널을 통한 협력대화를 추진하여 공동 연구와 사업화 기회 모색과 함께, 국내
기업 및 연구소와의 매칭 추진도 필요

- 정보교류채널 확대 위해 산업별 협회간 협력체계 구축 고려 가능, 현지의 KOTRA와 중소기업청
등을 활용해 연계 사업화하는 방안 모색
- 산시성 중점육성분야인 신산업 관련 협력에 집중하면서도 바이오기술ㆍ자원 협력, 친환경 농업
연구단지 조성, 에너지 분야 후방산업 협력확대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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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국 관심분야인 환경분야에서 현지 기관과의 협력채널 확대를 통해 협력사업 추진분야
지속 발굴 필요

2) 정부의 대응방안
양국 정부간 협력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사례 개발

- 혁신분야의 기존 협력플랫폼(한ㆍ중 기업협력혁신센터, 한ㆍ중 과학기술협력센터 등)을 기반으
로 B2G2B 모델 활용 및 확산
- 기술혁신분야의 협력은 한ㆍ중 기업 간 직접 협력의 성공가능성이 낮으므로 정부유관기관이 구
심점이 되는 B2G2B 모델을 활용하여 기술무역장벽(TBT), 인증 관련 진출 제약 해소 필요
- 사례: 상하이 정책 수요에 필요한 로봇 기술ㆍ제품(노인케어, 안내, 교육보조) 관련 공동 R&D
센터 설립 후 양국 기업 참여
- 한국에 경쟁우위가 있는 산업화기술 및 환경기술 등을 중심으로 응용기술실용화센터 등을 운영
하여 우리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기회 확대 필요
-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필수적인 협력수요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국의 혁신 심화ㆍ
유망 지역으로 협력플랫폼 확대, 이 지역들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분야, 기술, 사업화 관련 협
력기회 발굴 및 적합 기업의 참여유도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
-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과학기술ㆍ혁신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주축이 되는 한ㆍ중 과학기술ㆍ혁
신공동위원회(안)를 구축하여 공동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한ㆍ중 간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협력채널 다원화, 성과공유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 중국의 주요 혁신단지, 분야별 시범기지 등과의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다양한 협력기회 발굴:
베이징 중관춘 혁신단지, 광둥 선전 미래 혁신산업기지, 충칭 IoT 시범기지, 저장 항저우 전자
상거래 시범도시 등
- 기술ㆍ혁신 분야 협력의 실질적 진전과 혁신협력의 명확한 동기부여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하
여 양국 정부간 상호 윈윈의 명확한 인센티브 분배방식 관련 논의 필요
- 저장성 등 지식재산권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력 시범사업 추진 및 상호
합의 필요
정부 주도 혁신모델에 대한 검토

- 일부 지역 및 분야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혁신정책을 마중물로 하여 기업
주도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13.5 규획 기간 이후 혁신의 대상 및 범위를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에서 산업, 제도, 경영,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전방위적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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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 사회 발전으로 확산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제약요인을 개선
- 한편 한국은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 주도의 혁신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의 필요성이 급부상한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수출 및 내수 모두 불투명
하고 기업간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격차의 확대 등이 지속
- 이에 한국은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혁신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의 혁신전략을
중ㆍ단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매개로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적 혁신발전이 가능하
도록 동력을 제공할 필요
산업, 기업, 창업, 제도 등 측면의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 한ㆍ중 간 제조업 분야의 중점육성산업이 유사하고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산업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산업경쟁력 강화 시급
-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기반인 기술개발과 R&D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창업자금 조달여건 개선
필요
-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제약요인인 마케팅 관련 지원 강화, 진출 지역 및 분야의 특성
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
- 기존 법ㆍ제도에 의해 발전이 제약되는 신규 혁신분야(신기술 개발ㆍ응용ㆍ사업화 등)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및 제도 보완 필요

3) 기업의 대응방안
중국의 혁신 정책 및 기업 변화 모니터링

- 혁신정책이 기존 기반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도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부 분
야별ㆍ지역별 혁신정책의 변화방향 및 주요 내용 등 파악 필요
- 특히 일부 지역 대상으로 신규 육성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주도의 혁신생태
계 구축을 유도ㆍ강화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혁신실험이 진행되는 분야, 지역, 기업 등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협력수요 발굴 필요
정부간 협력채널 기반의 혁신협력사업 참여

- 혁신분야는 새로운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하는 영역으로 혁신기술의 사용화가 이루어지
기 전에는 연구 및 사업화 기업간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우므로 정부 및 유관기관을 매개로 한
협력을 활용
- 한ㆍ중 기업협력혁신센터, 한ㆍ중 과학기술협력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하의 글로벌 혁신센
터 등을 매개로 우리 기업의 기술 및 개발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중국기업을 탐색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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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현지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될 것
이며, 특히 중국은 다양한 민족, 경제격차, 기후/지리 조건, 산업/인구 구조 등으로 혁신수요 및
선호 등이 다채로움.
-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중국 특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품목을 중국인 선호에 맞추
어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거나 새로운 소비영역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증가하는 신수요에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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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경제는 제조업 기반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세 둔화와 함께
성장동력과 경제구조 등이 변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

- 중국경제는 2015년 이후 성장률이 6%대로 하락하면서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했던
고속성장에서 벗어나 성장률 6~7% 수준의 중속성장으로 전환
- 중국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0년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효율과 혁신 위주의 집약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
-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근 중국경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면밀히 파악
함으로써 중국의 성장둔화와 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 하는 상황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로 규정하고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공
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에 집중

- 중국은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내수와 고용
촉진이 강조되면서 산업정책 역시 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무역 진흥을 강조
- 중국은 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해 13ㆍ5 규획 기간(2016~20년) 동안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업 육성정책을 시행할 계획
-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확대ㆍ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에는 서비스무역의 발전
촉진을 위해 서비스무역혁신시범구, 자유무역시험구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1년 4,471억 달러에서 2016년 6,571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중국 상무부)

- 2011~16년 중국의 상품무역은 연평균 0.1%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8.0% 성장하였으며,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합한 총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9%에서 2016년 15.1%로 증가
- 중국은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 과정에서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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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도 변화된 대내외 경제환경에 맞춰 서비스업
과 서비스무역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

- OECD 국가들의 경우 총수출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에 달하고, 총수출 증가에
대한 서비스수출의 기여율이 59.8%를 기록(2014년)하는 등 서비스업이 수출확대의 중요한 동
력으로 작용
- 반면에 한국은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OECD 국가의 절반수준에 불과
하며 총수출 증가에 대한 서비스수출의 기여율도 대체로 상품수출을 하회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상품에 편중된 구조이나 최근 중국의 제조업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면
서 2014년(-0.4%)과 2015년(-5.6%)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경험
본 연구는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이를 활용한 대중국 서비스
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의 서비스시장 확대라는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국 경제협력의 확대 및 심화에 기여
- 중국의 수출둔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동력과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3.6% 성장하면서 2016년 6,571억 달러로 확대되었으
며, 미국(1조 2,145억 달러)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표 1 참고)

-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5.8%)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서비스무역의 빠른
성장은 서비스수입의 급속한 확대에 기인
- 서비스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5~16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연평균 41.4% 증가하면서 –53억 달러에서 –2,425억 달러로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
- 서비스무역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2005~16년 총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에서 15.1%로 상승
- 중국의 서비스수입 상위 3개국은 미국(10.2%), 독일(7.4%), 한국(5.1%) 순(2014년)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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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서비스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중국
연도

서비스무역

세계
총무역 대비 서비스 비중

수출

수입

서비스수지

780

833

-53

총수출 대비

총수입 대비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10.2

9.3

11.2

25,972

25,284

2005

1,613

2006

1,938

935

1,003

-68

9.9

8.8

11.3

29,316

28,311

2007

2,532

1,249

1,283

-34

10.4

9.3

11.8

35,104

33,553

2008

3,002

1,447

1,555

-108

10.5

9.2

12.1

39,482

38,106

2009

2,668

1,216

1,451

-235

10.8

9.2

12.6

35,210

33,766

2010

3,696

1,773

1,923

-150

11.1

10.1

12.1

38,471

36,993

2011

4,471

2,003

2,468

-465

10.9

9.5

12.4

43,280

41,577

2012

4,808

2,006

2,803

-797

11.1

8.9

13.4

44,513

43,219

2013

5,352

2,058

3,294

-1,236

11.4

8.5

14.5

47,431

45,866

2014

6,489

2,181

4,308

-2,127

13.1

8.5

18.0

50,781

49,392

2015

6,498

2,165

4,333

-2,168

14.1

8.7

20.5

47,897

46,424

2016

6,571

2,073

4,498

-2,425

15.1

9.0

22.1

48,077

46,941

연평균
증가율

13.6

9.3

16.6

41.4

-

-

-

5.8

5.8

주: 총무역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합, 총수출은 상품수출과 서비스수출의 합, 총수입은 상품수입과 서비스수입의 합을 의미함.
자료: WTO DB(http://stat.wto.org/Home/WSDBHome.aspx?Language=E, 검색일: 2017. 10. 2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세계투입산출표(WIOT)에 의하면 중국의 서비스수입 시장규모는 2014년 2,799억 달러에 달하며, 세부
업종별로는 운수ㆍ창고 서비스업(25.3%), 도소매 서비스업(19.1%), 전문ㆍ과학ㆍ기술 서비스업(19.0%),
정보통신 서비스업(5.5%)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2000~14년 중국의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대한국 교역은 2000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대한국 총수
입의 규모가 총수출의 규모를 압도하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총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적자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표 2 참고)

-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수출과 서비스수입은 2000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서비스수출의
연평균 증가율(14.7%)이 총수출 증가율(17.8%)보다 낮았던 반면에 서비스수입의 연평균 증가
율(22.5%)은 총수입 중가율(16.8%)을 크게 상회
-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수지는 2003년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
고 있으며, 적자규모는 2006년에 대폭 줄어든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빠르
게 확대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수지 흑자는 주로 여행, 운송, 지식재산권 사용료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서비스수지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임. 반면에 대중국 서비스무
역에서 가공서비스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꾸준한 적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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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대한국 총무역 및 서비스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총무역
연도

서비스무역

총수출

총수입

총수지

수출

2000

10,333

19,168

-8,835

719

7.0

837

4.4

-118

1.3

2001

10,086

19,457

-9,371

641

6.4

684

3.5

-43

0.5

2002

14,792

24,348

-9,556

808

5.5

755

3.1

53

-0.6

2003

19,409

36,353

-16,944

1,058

5.4

1,085

3.0

-27

0.2

2004

27,254

54,130

-26,876

1,452

5.3

1,764

3.3

-312

1.2

2005

34,363

63,440

-29,077

2,481

7.2

3,215

5.1

-735

2.5

2006

43,614

71,419

-27,806

2,912

6.7

3,134

4.4

-223

0.8

2007

54,301

83,159

-28,857

4,699

8.7

5,088

6.1

-389

1.3

2008

71,134

102,202

-31,068

4,289

6.0

4,940

4.8

-651

2.1

2009

50,926

96,507

-45,581

2,823

5.5

3,666

3.8

-844

1.9

2010

67,707

122,583

-54,876

3,918

5.8

4,938

4.0

-1,020

1.9

2011

94,857

153,192

-58,335

4,151

4.4

5,963

3.9

-1,811

3.1

2012

92,056

153,881

-61,825

4,421

4.8

8,619

5.6

-4,198

6.8

2013

99,543

163,019

-63,477

4,515

4.5

10,899

6.7

-6,385

10.1

2014

101,924

168,773

-66,849

4,897

4.8

14,259

8.4

-9,362

14.0

연평균
증가율

17.8

16.8

15.6

14.7

-

22.5

-

36.7

-

비중

수입

비중

수지

비중

주: 총무역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합, 총수출은 상품수출과 서비스수출의 합, 총수입은 상품수입과 서비스수입의 합을 의미함.
자료: WTO DB(http://stat.wto.org/Home/WSDBHome.aspx?Language=E, 검색일: 2017. 10. 2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한국이 중국의 서비스수입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서비스업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 업종은 2000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비교우위가 2014년에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

- 반면에 전문ㆍ과학ㆍ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에 비교우위를 확보하였으나 2014년에는 비
교열위로 전환
- 그 밖에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는 한국이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중국의 서비스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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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서비스업 개방정책
중국정부는 2015년 이후 서비스무역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구체
적인 목표와 서비스무역 고도화, 시범지역 육성 등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

- 2015년 ｢서비스무역 발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은 국무원이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목표와 주요 임무 등을 제시한 최초의 문건으로, 2020년 서비스무역액 1조 달러 달성, 서비스
업 개방 확대, 서비스무역 고도화 등의 목표 제시
- 2016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에 관한 문건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
역으로 10개 성시(省市)와 5개 국가급 신구를 선정1)
- 2017년에 발표한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주요 임무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세 지역을 서비스무역 핵심구로 지정하고 서비
스무역 발전을 위한 12개 중점 육성분야를 제시2)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중시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이
대표적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017년
발표된 7차 개정안에서는 서비스업을 첨단제조업과 함께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점분야로
인식하고 해당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
- 2013년 상하이를 필두로 시작되었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4년 광둥, 푸젠, 톈진에 이어 2016
년 7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 지정되면서 현재 11개 시험구로 확대되었으며,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정 발표되면서 점차 개방도를 높여
가고 있음.

3)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육성정책
중국 내 서비스수입 시장의 규모, 해외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 내 수요, 중국 내 우리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우리 정부의 서비스 육성 및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대중국 서비스업 진출 확대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을 선정

1) 10개 성시에는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가 포함되었으며, 5개 국가급 신구에는
하얼빈신구, 난징 장베이신구, 충칭 량장신구, 구이양 구아안신구, 시안 시셴신구가 포함됨.
2) 12개 중점 육성분야는 ① 물류ㆍ운송 서비스 ② 여행서비스 ③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④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 ⑤
에너지 서비스 ⑥ 금융서비스 ⑦ 정보통신 서비스 ⑧ 기술서비스 ⑨ 지적재산권 서비스 ⑩ 비즈니스 서비스 ⑪ 개인ㆍ문화ㆍ오락
서비스 ⑫ 국제 서비스아웃소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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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 비중은 0.1%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이 점차 확대

-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
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ㆍ홍콩 CEPA 양허안을 참고한 시장
접근전략 수립이 필요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
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이 특징

-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성장률이 높은 분야를 우선 진출 가능분야로 고려
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이나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교역 확대 추진 필요
- 다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
고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관리하는 등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
장진입에 대해 많은 제도적 장벽이 존재
중국의 물류 분야 서비스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전체 서비스무역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영역

-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

4)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지역별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규모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비교한 결과 광둥, 상하이, 베이징, 산둥이
중국 내 서비스무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선정

- 이들 지역은 중ㆍ홍콩 CEPA 시범지역(광둥), 서비스업 개방 선도지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및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한 서비스업 개방 촉진(상하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촉진 및 한ㆍ중 FTA 시범사업 추진(산둥) 등 서비스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시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
중 하나

-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221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
-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금융, 문화, 공업 R&D
및 디자인, 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 추진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
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 최근 문화, 정보기술, 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
-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구역을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식이 아닌 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지정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
-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분야에 외국인직
접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 소재지인 상하이는 세계 최대물동량을 소
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해 있는 금융중심지로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 금융, 해운, 비즈니스, 문화, 정보기술, 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의료관광, 온라인교육, 전자상거래, 원격 중의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중점 육성
- 서비스무역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위한 ‘상업적 주재’ 모델 발전을 추진 중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지역

-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
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서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을 통해
양자간 서비스 개방협력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에
서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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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① 미래 중국 서비스 내수시장 수요 및 정책수요 발굴을 통한 선제적 진출 추진
[의료] 중국은 노인질환 및 장기요양, 재활,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치과 등의 분야를 자국 의료서비스
취약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진출확대 추진 필요

- 급속한 고령화와 한자녀 정책의 폐지로 중국정부가 여성, 아동, 노인 관련 건강서비스를 육성하
고자 하므로 노인 재활 및 요양, 산부인과, 소아과 분야에서 수요 확대
- 의료관광 육성과 의료 디지털화에 노력 중이므로 향후 노인, 산모 대상의 간호서비스 및 의료미
용, 고급건강검진 서비스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고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의료서비스기
관의 진출 유리
[문화콘텐츠] 소비확대와 더불어 중국 국내 산업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관련 서비스 부문의 진출 및
협력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원 등 중국 전체 문화콘텐츠 시장의 성
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서 서비스수출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
[물류] 중국이 핵심 정책과제인 물류현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부간 협력을 통한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 확대와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플랫폼 공동 구축 분야에서
협력방안 강구 필요

- 현재 중국의 물류산업 현대화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국내 약 20%의 기업만이 물류 현대
화 및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 등에서 대외 협력수요가 큰 상황
-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겸비한 한국업체들은 현지 물류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갖춘 로컬기업과
협력하여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의 경우 시장 성장속도에 비해 현대화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협력 가능성이 큼.

②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하고 인지도가 높은 분야의 경우 대중 수출경쟁력과 시장수요가 입증되
었다는 점에서 진출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
[의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중 의료미용, 내과통합 건강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가 수출경쟁력이 높으며,
특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환자의 약 40%가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이용했을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료미용 서비스 분야에서 진출확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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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최근 중국업체의 게임 개발수준이 향상되고 게임 시장의 판도가 온라인에서 모바일 게임으
로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전체 대중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
력 수출 분야이므로 경쟁우위 유지와 수출확대 추진 필요

③ 외국인투자 기업의 서비스업 진입에 대한 규제 점검
[의료]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분제한을 두고 까다로운 인허가 요건을 요구하는 등 여러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단독투자 진출보다는 신뢰할 만한 중국 측 파트너를 발굴하여 합자형태
로 진출함으로써 복잡한 인허가에 능동적으로 대응

- 또한 의료시설 설립 요건 및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가증 등 중국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인허가 지연과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구비 필요
[문화콘텐츠]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도 매우 폐쇄적인
영역이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물류] 최근 사전 심사제도를 사후 관리감독제도로 대체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 기업
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객운송, 수운, 항
공, 교통관제시스템 등 분야에 대한 해외자본 진입은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

2)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① 베이징: 서비스업 대외개방 조치를 활용하여 대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거점화 전략 추진
베이징은 과학기술과 문화 영역에서 대외개방 확대 및 업종별 특화된 서비스무역 시범기지 육성을 통해
외국의 자본과 선진기술, 관리경험을 받아들이고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

- 베이징의 문화서비스 대외개방조치가 적용되는 대외문화무역기지 내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사
례를 참고하여 대외문화무역기지를 중국 문화서비스 시장 진출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베이징은 중국 내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베이징이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
하고 있는 6대 중점 영역인 과학기술, 인터넷ㆍ정보, 문화ㆍ교육, 금융, 비즈니스ㆍ관광, 건강ㆍ의료서비
스와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을 연계한 진출 및 협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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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지역특화정책을
활용하여 운송, 여행, 통신ㆍ정보, 문화, 의료 분야에서 진출확대 추진
상하이는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중국 내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부문의 개방 확대 지속

-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통해 해운, 비즈니스서비스, 사회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 분야에서 개
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기준 및 외국인투자자의
금융자산관리회사 투자요건 등을 완화
상하이는 서비스무역 촉진을 위해 운송, 여행, 통신ㆍ정보, 건축, 전문서비스, 문화, 의료ㆍ위생서비스,
서비스무역 시범기지 육성 등 9개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지역특화정책 추진

③ 산둥성: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협력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
산둥성은 한국과 경제교류와 협력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최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
조로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 지난, 칭다오, 옌타이, 웨이팡 등을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중점도시로 선정하고 금융, 교육,
문화, 의료, 관광, 연구개발, 물류, 자산평가 등을 집중 육성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이자 중국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도시 중 하나인 웨이하이는 한ㆍ
중 양국의 서비스무역 및 산업협력 확대를 추진할 때 우선협력 대상지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유망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① 중국정부가 육성 노력 중이거나 시장수요가 큰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진출 도모
중국정부가 효율적인 노인 케어를 위해 각 양로서비스 기관에 노인질환과 관련된 의료시설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면서 중국 양로서비스 기관과의 의료 협력수요가 증대되었으며, 노인 재활 등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의료기관과 중국 양로서비스 기관과의 협력확대 기대
물류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현대화된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및 사업 확대가 가능하며, 특히 주요 거점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현지기
업을 인수ㆍ합병한 후 자사의 기술, 시스템, 솔루션 등을 접목시키는 방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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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의 진출전략 수립 시 시장수요와 더불어 중국 내 시장경쟁 상황 및 변화 고려
물류업의 경우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택배업무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내 일반택배업은 서비
스 공급과잉, 가격하락, 수익률 감소 등으로 외자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며, 국제택배업
도 일부 외자기업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신규 진출이 어려운 상황

- 중국 물류업의 패러다임이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첨단기술
및 시스템을 갖추어 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중국 내 협력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콜드체인, 의약품, 화학품, 위험물 등의 운송기술과 첨단창고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진출방
안 강구
문화콘텐츠의 경우 중국이 자국의 서비스시장을 적극 보호하는 상황이므로 진출이 허용된 분야를 공략하
되 제한된 분야는 중국 국내규제를 우회하여 진출하는 방안 검토

- 중국정부는 문화콘텐츠 무역 및 대외개방 정책상 자국기업과의 공동제작 및 해외진출을 장려하
고 있으며, 중국적 문화요소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은 중국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정책적으로 권장
- 중국 국내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중국 로컬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진출하되 배후에서 참여
하는 방안 고려

③ 한ㆍ중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진출 고려
홍콩은 CEPA 협정에 따라 중국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시 일부 지역에 독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의료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이 다소 낮은 편이므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기관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
거나 홍콩 투자자와 협력해 중국에 우회 진출하는 방안 모색
문화콘텐츠의 경우도 홍콩 CEPA를 통하는 경우 인쇄 및 출판서비스는 49% 지분비율 제한으로 진출 가
능하고 광둥성 내 일부 지역의 경우 70%의 비율로 법인 설립이 가능함. 또한 비디오, 사운드레코딩 배급
서비스(독자 및 합자 진출 가능), 영화관 설립 및 상영(독자 가능),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독자 가능)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조건을 누릴 수 있음.
도로 여객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자 지분비율 49% 이하, 등기자본의 절반 이상이 여객운송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어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으나 중ㆍ홍콩 CEPA 협정에 따라 홍콩기업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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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에 대한 시사점
① 한ㆍ중 FTA 서비스ㆍ무역 후속협상에 대비해 중ㆍ홍콩 CEPA 등 중국의 기체결 FTA를
참고한 협상전략 수립 긴요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가장 높은 개방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ㆍ중 간 문화콘텐츠 협상을 참고한
협상전략 수립

- 중국정부가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지양하며 양자간 협
력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중국 콘텐츠 수입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투자
협상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
-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
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적용 필요
- 특히 수입콘텐츠 분야에서 ‘한한령’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WTO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
물류업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세부 영역마다 개방수준이 달라 개방수준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나 중ㆍ홍
콩 CEPA 양허안은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대해 독자 혹은 합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상대
적으로 높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해상운송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를 개방했
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대리서비스, 주선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에이프런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수운운송서비스에 대
해서도 일부 영역에서 홍콩의 합자투자를 허용
의료서비스의 경우 중ㆍ홍콩 CEPA, 중ㆍ대만 ECFA, 중ㆍ호주 FTA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방수준을 한국
에도 허용해주도록 적극 요구하는 전략 추진

- 중ㆍ홍콩 CEPA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추고 한국인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입장벽 해소에 노력
- 중국이 대만과 호주에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 일부 지역에 한해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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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의 대외협력 및 해외기업 진출사례를 참고하여 한ㆍ중 협력의 성공모델 창출
물류업의 경우 충칭시와 싱가포르 정부 간 협력사례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한 협력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싱가포르는 일대일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충칭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급 경제협력 사업
인 ‘중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물류, 금융, IT 등 서비
스무역 위주의 협력을 확대
- 중국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복합운송서비스와 첨단물류단지 조성 경험을 도입
하고자 하고, 싱가포르는 정부간 협력사업에 다수의 자국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중국 전역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
의료서비스의 경우 대만의 창겅병원은 중ㆍ대만 ECFA를 활용해 푸젠성에 진출한 후 외국인 의료행위
허가증 발급을 면제받거나 중국 국가의료사업 지정병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혜택을 받으며 중국에 성공적
으로 진출한 외자 의료기관 사례

- 우리 정부도 한ㆍ중 FTA에서 지정한 한ㆍ중 산업단지나 지방경제협력 지정도시에서 푸젠성ㆍ창
겅병원의 협력과 같은 의료기관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한국 의료기관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 모색

③ 우리 기업이 대중 진출 시 당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파트너 발굴을 위해 중국의 담당부처와 정부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베이징시가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가증을 구ㆍ현 정부에서 발급하도록 하는 등 중국의
관련 인허가 정책이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관련 부처 및 각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인허가 요건과 절차 변화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고 이를 국내에서 공유함으로써
우리 의료기관이 중국 진출 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 외자 의료서비스기관의 투자 허가권은 각 지방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중국 내 다
양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들 협력지역과 의료 교육ㆍ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의료기관 관계자 간의 교류와 중국 파트너 발굴 기회 증진
물류업의 경우 전문인력 및 공동 물류창고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문 물류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물류업체는 물론 시장을 개척ㆍ확대하려는 화주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정부는 단순히 취업을 알선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 운영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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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규모의 화주들을 위한 표준화되고 시스템 관리가 가능한 물류창고의 수가 부족하고 지속적
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물류창고 운영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④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분야 후속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 시스템을 고려하여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보충협상전략 고려
CEPA의 경우 광둥 선행시험조치, CEPA 광둥 협정, CEPA 서비스 협정 등을 살펴보면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이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양상

-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ㆍ투자 후속협상에서
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 제안 필요
CEPA에서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방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이 가능

-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 즉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새만금
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
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하는 방안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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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함.

- 일본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TPP 탈퇴 이후 미국을 배제한 TPP11 협상을 주도하여 2017년
11월 기본합의를 도출하였고, 미국의 NAFTA 및 한ㆍ미 FTA 재협상 우선 전략으로 다소 시간
적 여유는 확보하였지만 미국의 미ㆍ일 양자간 FTA 협상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함.
- 우리나라 역시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한 한ㆍ미 FTA 재협상 요구(2017년 6월)에
서 드러나듯 미국의 통상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ㆍ일 간 경쟁에 대해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ㆍ
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 한ㆍ중ㆍ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7월 기본합의에 도달한 일ㆍ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ㆍ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들 RTA(Regional Trade Agreement)는 각자 시대적 배경과 경과를 달리하고 있어 분석 방
법론 역시 RTA의 경과 단계에 따라 달리 함.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TA는 협상 경과나 과제, 일본 측 입장(stance)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기본합의에 이른 경우(TPP, 일ㆍEU FTA)에는 협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협정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가급적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AJCEP처럼 이미 발효가 된 RTA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본경제(무역, 투자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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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① 1980∼90년대 미ㆍ일 통상분쟁
WTO 출범 이전 GATT 체제하에서 미국 행정부는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작으
로 ‘회색’ 수입제한조치라고 불리는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 다자간섬유협정(MFA) 등은
물론, 통상법(Trade Act)에 의거한 무역보복조치도 불사하였고, 그 상대국은 주로 일본이었음.

-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공식적으로 협상기구를 조직하여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나선 것은 1985년
부터 가동에 들어간 MOSS(Market-Oriented Sector Selective: 시장지향형 분야별 협상)였음.
- MOSS는 과거 일본산 섬유, 철강, 컬러 TV,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출자율규제의 한계
를 인식하고, 전기통신, 전자, 의약품ㆍ의료기기, 목재제품, 운송기기 분야로 대상 분야를 재정
비하여 관세철폐와 상관행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철폐에 협상력을 집중
- 1989년 시작한 미ㆍ일 구조문제협의(SII) 역시 미국의 대일 무역불균형이 일본의 구조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축ㆍ투자 패턴, 토지이용, 유통, 배타적 거래 관행, 계열관계, 가격
메커니즘 등 6개 항목을 개선하는 데 집중
- SII는 기존 통상압력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의
대규모 재정지출, 미국계 유통업체의 일본시장 진출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나아가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1993년 일본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3년 후에 1∼2%
대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일본의 구조개혁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미ㆍ일 포괄경제협의
(Framework Talk)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997년에는 아예 일본의 전기통신,
주택, 의료기기ㆍ의약품, 금융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의 규제완화로 협의 의제를 좁히는 미ㆍ
일 규제완화 대화를 개시하기도 함.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의 ‘성과’를 산업분야별로 개괄해 보면,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
은 일본의 대미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간 제휴강화
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

- 일본산 자동차ㆍ부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통상법 301조 등을 배경으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였는데,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에 걸친 수출자율규제를 비
롯하여 1986년 MOSS 협의에서는 일본기업의 외국산 자동차부품 구입 촉구, 외국산 부품 사용
에 대한 무차별 촉구, 미ㆍ일 포괄경제협의(Framework Talk)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시
장 접근 촉진 및 부품의 판매기회 확대 촉구 등 시장개방 요구로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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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의 대미 직접투자가 대폭 증가
- 미ㆍ일 통상분쟁은 반도체 분야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1986년 미ㆍ일 반도체 협정 체결 등을
계기로 당시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였던 일본이 미ㆍ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제약에 묶여 한국, 대만의 ‘Catch-up’을 허용하게 됨.

②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 통상압력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통상법을 활용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확대해가고 있는데, 각종
무역구제조치 외에도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각종 통상법(statutes of trade law)에 기초한 행정
권한을 발휘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다는 점이 특징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ㆍ일 통상관계가 과거 1980∼90년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
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미ㆍ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
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

- 미ㆍ일 경제대화는 2017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협의 의제가 재정ㆍ금융
및 구조정책, 무역ㆍ투자 규범, 분야별 협력 등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됨.

표 1. 미ㆍ일 경제대화의 주요 의제 및 현황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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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주요 쟁점

재정ㆍ금융 및 구조정책

- 미국 재무부, 2017년 상ㆍ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연속 일본을 - 미국이 미ㆍ일 FTA에 ‘환율조항’ 포함 요구. 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
일본 재무성은 반발

무역ㆍ투자 규범

- 미국이 미ㆍ일 FTA 협상에 강한 ‘의욕’ 표명.
- 일본이 PHP 제도하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소음ㆍ배기가스
단 일본은 소극적 자세 견지. 미국의 TPP 복귀를
검사 간소화에 합의
기대
- 일본산 감(생과일)과 미국 아이다호 주(州)산 감자의 상호
-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미국의
수출금지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거부
- 일본은 지리적 표시(GI) 제도에 대한 투명성ㆍ공평성 제고에
- 일본의 약가 인하 → 미국의 발발에도 일본은
합의
정책 고수

분야별 협력

- 인프라ㆍ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
ㆍ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각서 서명
-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일본은 고용창출효과
ㆍ 미ㆍ일 전략에너지 파트너십 협력각서 서명
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쟁점
- 일본정부(외무성)와 미국 주(캘리포니아, 워싱턴, 메릴랜드,
인디아나)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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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미ㆍ일 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나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검사절차), 감ㆍ감
자의 수출해금 문제, 지리적 표시(GI) 제도의 투명성 제고, 인프라ㆍ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강
화 등 많은 분야에서 극단적인 마찰양상을 모면하거나 상호협력 양상을 연출하였으나, 주요 쟁
점이었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서는 미국이 미ㆍ일 FTA에 환율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씨’가 남아 있고, 미국의 TPP 탈퇴 후 미국의 복귀를 기대하는 일본과 미ㆍ일 양자간 FTA
협상을 추구하는 미국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태임.

2) 일본의 FTA 정책
①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ㆍ중ㆍ일 FTA를 중심으로
일본정부는 2010년대 들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ㆍ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등 한국과의 FTA 경쟁을 크게 의식

- 2017년 7월 현재 일본은 15개의 FTA(다자간 FTA 및 양자간 FTA)를 17개국과 체결(발효 기준)
하였으나, 한 국가의 무역총액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FTA 비율을 보면,
한국 67.9%, 미국 47.5%, EU 33.0%에 비해 일본은 22.4%에 지나지 않음.
현재 일본이 FTA를 체결(발효기준)한 국가ㆍ지역은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호주,
인도를 제외하면 ASEAN 지역ㆍ국가가 거의 유일한 FTA 전략 지역임.

- 일본정부가 2004년 채택한 FTA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나아가
현재의 FTA 정책기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첫째, 일본은 FTA 체결 대상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일본의 민감품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 여부와 상대국이 WTO나 FTA상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
시한다는 점이고, 둘째, FTA 체결을 통해 자국의 상품ㆍ서비스의 수출 확대와 투자 확대는 물론
이고 지재권 보호 등 일본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셋째, TPP나 일ㆍ
EU FTA 협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국가(특히 한국)와의 FTA 체결 경쟁을 의식하여
FTA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주목함.
- 위와 같은 일본정부의 FTA 정책기조는 상품협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일ㆍASEAN FTA(AJCEP)와 ASEAN과는 별도로 체결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과의 양자간 FTA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남.

② 일ㆍASEAN FTA의 무역효과
일본이 ASEAN과 체결한 FTA의 무역효과는 일본의 총수출ㆍ입 및 주요 품목의 수출ㆍ입 추이를 대
ASEAN과 대세계, 2007년 이전 추세와 2008년 이후 추세를 통한 비교와 AJCEP, 일ㆍASEAN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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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를 더미변수로 한 회귀분석(Pooled OLS)을 통해 확인함.

- 분석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
기 전에 비해 발효 후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
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함.
- 즉 AJCEP,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를 더미변수로 한 회귀분석(Pooled OLS) 결과
AJCEP 및 ASEAN 개별 회원국과 FTA 발효 전에 비해 발효 후 일본과 ASEAN 간 총수출과
총수입이 증가했으며 주요 품목 중 철강, 자동차 수출, 전자기기 수입 또한 증가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가치
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표 2. 일본-ASEAN FTA의 수출효과: Pooled OLS 추정결과
종속변수

상수항

양자간 FTA

AJCEP

GDP
관측수
2

R

총수출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

-439.2

-78.46

-63.29

95.06

(907.7)

(111.6)

(103.4)

(237.1)

7,505***

323.5**

393.1***

2,685***

(1,129)

(138.0)

(128.3)

(292.1)

2,527**

364.2***

335.8***

-105.0

(972.9)

(117.2)

(110.4)

(252.2)

0.0156***

0.00187***

0.00295***

0.00101

(0.00268)

(0.000322)

(0.000305)

(0.000692)

210

204

210

210

0.444

0.309

0.494

0.379

주. 1) 종속변수 중 ‘총수출’이란 일본의 ASEAN 10개국에 대한 수출액을 의미하고,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임. 독립변수 중 ‘양자간 FTA’란 일ㆍ싱가포르
FTA, 일ㆍ브루나이 FTA, 일ㆍ말레이시아 FTA, 일ㆍ필리핀 FTA, 일ㆍ태국 FTA, 일ㆍ인도네시아 FTA, 일ㆍ베트남 FTA를 의미하나, 회귀분석에서는 각각의 FTA가
발효된 시점(연도) 이후는 1, 그 이전은 0을 취하는 ‘더미(dummy)’ 변수임. ‘AJCEP’ 역시 AJCEP 발효 시점(2008년) 이후 1의 값을, 그 전은 0을 취하는 더미변수임.
2) ( ) 안은 표준오차를 뜻하고,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③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 네트워크 구축
일본기업들은 일ㆍ태국 FTA와 일ㆍ인도네시아 FTA, 일ㆍ말레이시아 FTA, 일ㆍ베트남 FTA, AJCEP 순
으로 2012년 이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급증

- 철강,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전기ㆍ전자기기 등 일본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ASEAN 각국의 고율
의 관세를 인하ㆍ철폐하는 데 주력한 일본정부의 FTA 전략이 주효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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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 법인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기준으로
미국 24.5%, 중국 24.2%, ASEAN 4 18.6%로 중국과 ASEAN 4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일본정
부의 FTA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일본 제조업 기업의 ASEAN 4 및 아시아 역내 조달 비중이 1997년 각각 41.4%, 56.4%에
서 2015년에는 각각 65%대, 70% 후반대로 상승하고, 판매 비중 역시 1997년 각각 47.8%,
61.9%에서 2015년에는 각각 50.5%, 77%로 상승하고 있음.
- 이것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FTA 전략, 특히 AJCEP을 통한 누적 원산지규정 도입, 특혜관세 적용 등이 일본 기업의
ASEAN 역내 생산 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했음을 의미
본 연구는 일본정부가 FTA 협상에서 주력했던 상대국ㆍ지역의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규제완화나 규제의
투명성 확보에 힘입어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

- 분석 결과 일본기업이 ASEAN 5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해
외직접투자(ODI)로 거둬들인 수익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특히 2013년 이후에는 ASEAN 5개국에서 연평균 1조 5,000억 엔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태국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15%,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
- 위와 같은 일본기업의 태국을 중심으로 한 ASEAN 생산 네트워크 확충은 전체 거시경제 관점에
서 FTA 정책이 경상수지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 할 수 있음.

④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정치ㆍ경제적 배경을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
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찾았음.

- 첫째, 일본은 TPP 12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95%)의 관세철폐율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품 2,328개 품목 가운데 즉시 철폐율은 51.3%(최종 철폐율: 81.0%)에 불과. 소위
농산물 5대 ‘성역품목’(쌀, 밀ㆍ보리, 설탕류(감미자원 작물), 소고기ㆍ돼지고기, 유제품, 총 586
개) 중 412개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에 성공
- 둘째, 일본 입장에서 RCEP의 경제적 효과가 TPP11보다는 크지만, 향후 미국이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점과 미국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상기 아시아 5개국이 합세하여 TPP16에 ‘성공’하
면 RCEP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본 자동차업계의 경우 TPP가 발효되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경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237

우 수입관세가 사라져 생산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과 FTA 미체결국인 캐
나다의 경우에도 캐나다에 완성차 공장을 둔 도요타 자동차나 혼다 등이 생산비용 절감을 기대
-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 베트남과 말레시아
의 경우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업에서 외자규제 완화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 일본 재계의
TPP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은 일본이 TPP를
상찬하기에 충분한 것들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AFTA의 ‘부분누적’ 제도를 뛰어넘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간 정보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ㆍ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
전ㆍ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시키고 있는 점,
-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
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점을 들 수 있음(표 3 참고).

표 3. 일본 입장에서 본 TPP11의 주요 합의내용(2017년 11월 현재)
분야

시장접근
: 관세양허

세분야

합의내용

농림수산품(일본의 시장개방)

- 586개 농산물 5대 ‘성역품목’(쌀, 밀ㆍ보리, 설탕류(감미자원 작물), 소고기ㆍ돼지고기,
유제품)이 중 412개에 대해 관세철폐 유예

공산품(해외의 시장개방)

원산지규정

서비스무역ㆍ투자

- 완전 누적제 도입

시장접근

ㆍ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 도입
ㆍ (베트남) 소매업 판매점(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두 번째 이후의 출점에 대한 경제수요
테스트(ENT) 폐지(발효 5년 후). 전기통신, 영화상영ㆍ제작ㆍ배급, 오락서비스,
해상운송서비스,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의 외자규제 완화
ㆍ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은 유지하되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의 일부 자유화:
유통ㆍ금융ㆍ제조업 분야에서의 외자규제 완화

전자상거래

ㆍ 국경간 정보 이전(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ㆍ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ㆍ접근 요구 금지

정부조달

ㆍ WTO의 GPA에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부분적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 GPA 가입국들은 대상기관 확대 혹은 적용 기준금액 완화 방식으로
GPA 이상의 시장 개방

국영기업

ㆍ 국영기업 거래의 상업적 고려 원칙 및 무차별대우 원칙 도입.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원조 규제조항 도입

지재권

ㆍ 바이오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 원칙상 8년(단, 동결)
ㆍ 지재권 보호 강화: 차압 등 국경조치 행사 가능. 상표권 침해 등에 형사 처벌 및 민사상
구제조치 조항 삽입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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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캐나다, 6.1% → 발효 후 5년째 0%
베트남, 70% → 발효 후 10년째 0%
- 타월: 캐나다, 17% → 즉시 철폐

⑤ 일ㆍEU FTA
일본 입장에서 일ㆍ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일ㆍ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일본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
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첫째, EU 시장에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일ㆍEU FTA가 실현되면 일본은 인구 5억 명,
역내 GDP 16.4조 달러의 EU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됨. 특히 일ㆍEU FTA가 발효된 후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일본 자동차업체는 기체결된 한ㆍEU FTA로 EU 시장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한국업체
와 동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둘째, 기준ㆍ규격의 조화 및 상호승인과 같은 규범 형성에서 일ㆍEU FTA를 바탕으로 양자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은 국제표준화 작업에서 영향력이 큰 EU와 협력하여 일본의 입장에서 바
람직한 규제와 기준ㆍ규격을 글로벌한 규제ㆍ표준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셋째, 일ㆍEU FTA 추진에 따라 일본이 통상전략을 재가동할 수 있게 됨. 일본정부는 일ㆍEU FTA,
TPP, 미ㆍ일 경제대화, RCEP이라는 ‘4대 메가 FTA’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 합의 도출은
TPP11, RCEP 협상, 미ㆍ일 경제대화의 동시 병행을 견인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TPP 복귀를
포함한 아ㆍ태 지역의 경제통합(FTAAP)을 추진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일ㆍEU FTA에서 상품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ㆍEU FTA와 비교하면 [표 4]와 같음.

- 첫째, 일ㆍEU 및 한ㆍEU FTA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에서의
개방이 이루어짐.
- 둘째, 일ㆍEU FTA에서는 공산품에 대한 개방은 상호간에 대칭적이었으나, 농산물에서는 비대
칭적이었음.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양자간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공산품과 농산물 모두에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음.
- 셋째,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 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함.
- 넷째, EU 시장에서의 공산품 개방과 관련해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게 합의가 이루어짐. 이는 일본산 자동차의 높은 경쟁력 외에도 농산물, 비관세조치 등에서
EU가 요구하는 만큼 일본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자동차 부품은 양쪽 FTA 모
두에서 즉시 철폐. 컬러 TV는 양쪽 모두 5년 내 철폐
- 다섯째,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쌀은 양쪽 FTA 모두에서 완전 제외(full
exclusion). 양 시장에서 EU의 관심이 높았던 돼지고기는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
로 하였고, 수입 급증 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함. 치즈는 한국과 일본 모두 수입쿼터를 적
용하고 양허기간을 15년으로 장기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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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해 일본 및 한국에 대한 EU산 자동차 수출 시 양국 모두 UN
ECE 규정을 적용하고, EU의 형식승인을 인정하기로 함.

표 4. 일ㆍEU 및 한ㆍEU FTA의 상품시장 자유화율(품목 수 기준) 및 양허 비교
(단위: %)

일ㆍEU FTA
일본

EU

한국

99

94

100

100

즉시 철폐

96.3

96.0

97.3

90.7

최종 단계

100

100

100

100

즉시 철폐

95

54

91.8

42.1

최종 단계

98

82

100

100

전체 품목 최종 단계
공산품
농산물

한ㆍEU FTA

EU

자동차

7년 내 철폐(단계적 인하)

자동차부품

즉시 철폐

즉시 철폐

컬러 TV

5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지리적 표시

일본산 주류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일본/한국 시장
접근

쌀

양허 제외

양허 제외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 유지, 10년 관세철폐

5~10년 관세철폐

치즈

15년 관세철폐, 수입쿼터 적용

15년 관세철폐, 수입쿼터 적용

(비관세조치)

자동차

(지리적 표시)

주류

EU 시장
접근

5년 내 철폐(단계적 인하)

(일본) UN ECE 규정 적용, EU의 형식승인을 인정 (한국) UN ECE 규정 적용, EU의 형식승인을 인정
GI 상호 보호 확보

GI 상호 보호 확보

일ㆍEU FTA에서 비상품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ㆍEU FTA와 비교하면 [표 5]와 같음.

- 첫째, 서비스 분야는 일ㆍ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ㆍ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던 한ㆍ미 FTA와 유사한 수준
으로 개방.
- 둘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일ㆍEU FTA에서 일본은 ISDS를, EU는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협상 타결 후에도 별도로 협의. 그런데 한ㆍEU FTA에서는 당시
이에 대한 협상 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투자
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로 협정문에 포함
- 셋째, 인력이동과 관련해 일ㆍEU FTA에서 EU는 GATS 플러스로 확대했으며, 한ㆍEU FTA에
서는 대졸연수생을 신규로 포함
- 넷째, 정부조달과 관련해 일ㆍEU FTA에서 일본은 48개 중핵도시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사업
과 철도 분야에 대한 EU 기업의 참여를 허용.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정부조달시장의 철도
분야가 쟁점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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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ㆍEU 및 한ㆍEU FTA의 비상품시장 개방 비교
일ㆍEU FTA

서비스

투자

자연인 이동
정부조달

- 네거티브 방식 도입
- EU: GATS 이상 확대
- 일본: 포괄적 유보 확보

한ㆍEU FTA
- 포지티브 방식 도입
- 한국: 전반적으로 한ㆍ미 FTA(네거티브 방식)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공공성 강한 분야는 유보 확보
- EU: GATS 이상으로 확대

- 위와 같음
- 단, 분쟁해결절차 미해결(일본은 ISDS, EU는
ICS 주장)
- EU: GATS 이상으로 확대

투자보호 관련 사항 미포함
(당시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회원국이 보유,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외 상황)
‘투자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 규정(한국은 EU의 개별 회원국과 BIT
체결한 상태)

- 대졸연수생을 신규로 포함해 청년층의 상호교류 촉진

- 일본: 중핵도시, 지방독립행정법인 사업 개방, - 민자사업은 양측 모두 1,500만 SDR(284억 원) 이상에 대해 개방
- EU: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 지자체 사업 개방
철도 분야 개방
- EU: 철도제품 분야 개방
- 한국: 국내 민자사업 시장은 사실상 개방된 상태

일ㆍEU FTA에서 규범 분야의 특징을 한ㆍEU FTA와 비교해 정리하면 [표 6]과 같음.

- 첫째, 24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의 규범 분야 중에서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규제
협력, 중소기업 장(chapter)의 경우 한ㆍEU FTA에서는 별도로 구분(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은 TPP에도 없는 분야
- 둘째, 일ㆍEU 및 한ㆍEU FTA 모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
- 셋째, 전자상거래 분야는 양측 모두 동일하게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화. 일본
은 TPP에서 적용했던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자유 확보(현재 EU에서는 법으로 역외
이동을 금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ㆍ이용 요구 금지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포함시키고자 노
력
- 넷째, 기업지배구조의 경우 한ㆍEU FTA에는 없는 분야이고, 지적재산에서 GI 상호간 보호는
양측 모두 도입

표 6. 일ㆍEU 및 한ㆍEU FTA의 규범 분야 비교
일ㆍEU FTA

한ㆍEU FTA

협정문 구성

- 전문, 총칙 등 24개 분야로 구성

- 서문, 제1장~제15장, 의정서로 구성

원산지 규정

- 자율증명제도 도입

- 자율증명제도 기적용

전자상거래

- 전자적 송신에 대한 관세 비부과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 유지

- 각국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확보

- 미포함

- 농산품과 주류에 대한 GI 상호 보호 확보

- 농산품과 주류에 대한 GI 상호 보호 확보

기업지배구조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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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EU FTA가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분쟁해결 절차,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추가 과제가 남아
있음.

- 투자보호 관련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ISDS와 EU의 ICS 선호가 충돌함에 따라
우선 나머지를 중심으로 먼저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 부문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함. 전자상거래
는 소스코드의 이전ㆍ접근 요구 금지에만 합의하였고,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의 자유,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ㆍ이용 요구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함.

3. 정책 제언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면하고 있는 현안 이슈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ㆍ일 경제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협상전략의 일
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

- 즉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불균형 상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미 통상정책 기조를 경제협력으로 급전환하였는데, 차관급 회의인 ‘성장을 위한 미ㆍ일 경제
파트너십(2001∼09년)’이라는 통상협의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
- 물론 미ㆍ일 경제대화가 전적으로 일본 측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재
무성이 미ㆍ일 FTA에 ‘환율조항’을 포함하자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진행된 엔화 약세는 G-7로 상징되는 국제사회가 ‘용인’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미ㆍ일 FTA 협상을 통해 농산물,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예고하는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배제된 TPP11 협상을 주도하여 선제적으로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는 점,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은 1980∼90년대처럼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통상압
력에 끌려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 다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정부가 대미 경제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은
중장기 대미 통상전략 관점에서 참조할 만함.
- 일본은 미ㆍ일 통상협의체인 ‘성장을 위한 미ㆍ일 경제파트너십(2001∼09년)’ 이후에도 2015
년 4월 미ㆍ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ㆍ일 협력에 관한 Factsheet’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구체
화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본의 고속철도(신칸센)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거나 미국에서 LNG를 수
입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42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 특히 일본 외무성과 미국 주(캘리포니아, 워싱턴, 메릴랜드, 인디아나)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정부는 미국 주정부와의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있
음. 인디아나주와의 협력각서의 경우, 첨단 제조업 및 소재산업 협력사업과 공동 R&D, 스마트
카ㆍ자율주행차 공동개발, 항공기 공동개발, 인프라 공동개발 등을 담고 있어 한ㆍ미 정부 간
산업협력 의제를 고려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RCEP, 한ㆍ중ㆍ일 FTA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간 커다란 쟁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
어, 우리 정부는 자국기업의 보호를 우선시하여 낮은 자유화 수준의 ‘조기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
와의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RCEP 협상이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2012년 8
월의 상기 협상지침이 표명한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상
- 둘째, RCEP은 TPP에 견줄 만한 수준이나 범위의 통상규범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
이 팽배한 가운데, RCEP의 통상 규범을 보다 충실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
- 셋째, 일본정부의 FTA 정책이 자국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RCEP
협상에서도 부가가치의 ‘완전누적’ 개념 도입에 주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협상
에 협상력을 모을 필요
한ㆍ중ㆍ일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첫째,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여론 환기가 필요. 2015년 11
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여가 경과하는 동안 한ㆍ중ㆍ일 FTA 협상
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 2018년에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ㆍ중ㆍ일 FTA 협상
이 새롭게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둘째, 한ㆍ중ㆍ일 FTA 협상은 현실적으로 타결 방식과 난이도를 고려해 대응할 필요. 협상 타결
방식에서는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에 입각하고 난이도 측면에서도 산업ㆍ환경 등 협력
분야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셋째, 한ㆍ중ㆍ일 3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도 중요. 특히 운송규제, 기준인증, 산업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를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분야로 다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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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2017년 12월 현재 지금까지의 TPP11 협상과정과 기본합의 내용에 비춰 볼 때 대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일본정부가 향후 TPP는 물론 다른 메가 FTA에서 ‘21세기형 FTA’로서 TPP를 준거로 삼
는 서비스무역, 투자, 지재권,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환경ㆍ노동 등 제반 통상규범 분야에서 면
밀한 손익계산 필요
- 둘째, 일본정부는 TPP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구축에 기여할 것
으로 보고, 여타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TPP 협상 과정에서도 자국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우리 정부로서도
기체결 FTA는 물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이나 한ㆍ중ㆍ일 FTA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ㆍ중소기업이 어떻게 FTA를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일본정부는 2017년 11월 TPP11 기본합의 도출이라는 일련의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자국
의 기체결 FTA는 물론 협상 중인 RCEP, 한ㆍ중ㆍ일 FTA, 일ㆍEU FTA를 통틀어서도 TPP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일본정부가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ㆍ중ㆍ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
- 넷째,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한ㆍ미 FTA의 관세양허 수준으로 TPP11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대일 관세삭
감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현행 기준관세율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즉 일본은 관세율 수
준이 대체적으로 낮고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봄. 다시 말해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한국 기업이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
거에 보호무역주의적 관점에서 높게 책정하였던 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세구조가 한국기업의 대일 경
쟁력 강화에 실효성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일ㆍEU FTA
일ㆍEU FTA에 따른 한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산업 측면에서
는 대EU 수출시장에서 업종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ㆍEU FTA 발효에 따라 우리의 대EU 수출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ㆍ업종
에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정책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기 업종 및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분야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긴요
- 한ㆍEU FTA 활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2016년 대EU 활용률은 수출 84.8%,
수입 72.1%로, 수출에서는 대캐나다(89.1%), 수입에서는 대칠레(99.3%), 대베트남(88.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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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 또한 산업별 대EU 활용률은 수출 70.6~89.4%, 수입 52.8~86.0%로
편차가 큼.
향후 한ㆍEU FTA 개정 작업과 관련해 일ㆍEU FTA 협상 타결로부터 함의를 찾을 수 있는 분야는 비상품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임.

- 일ㆍEU FTA의 비상품시장 접근 부문에서 기존 한ㆍEU FTA와 상이한 분야는 서비스ㆍ투자의
양허 방식(일ㆍEU: 네거티브, 한ㆍEU: 포지티브), 투자자 보호(일ㆍEU: ISDS 또는 ICS 미합의,
한ㆍEU: 협정문 미포함), 자연인 이동(EU의 GATS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임.
∘ 특히 인력이동 분야에서 EU는 일본에 대해 GATS 이상으로 확대했으므로, 최혜국대우(MFN) 관점에
서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규범 분야에서는 한ㆍ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ㆍEU FTA에 포함됨.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EU가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OECD 원칙의 정합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농업협력 및 중소기업 부문은 협상 타결 결과와 EU의 입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ㆍEU 및 한ㆍEU FTA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이 분야의 중
요성을 감안하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양자간 논의의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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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IT 혁명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혹은 인터넷 경제
(internet economy)로 상징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

- 경제활동의 무대 역시 전자상거래(e-commerce)나 공유경제(share economy)가 상징하듯 모
바일상의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컴퓨팅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은 급기
야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과
같은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됨.
- 특히 Klaus Schwab(2016)이 4차 산업혁명을 IT 혁명이 초래한 3차 산업혁명에 견주어,
CPS(Cyber Physical System) 도입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명, 즉 제조업에 맞춤형 생산과 대량
생산이 공존하는 소량다품종 생산(Mass-customization) 사회의 도래라고 요약한 것은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이 접목되는 현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
IT 혁명 이후 최소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정부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맥락에서 과거 1960
∼70년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장으로 끌어들이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IT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컴퓨팅, AI,
IoT(Internet of Things)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과 같은 창업생태계를 잘 갖춘 국가이고, 정부 역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각종 지원책
을 시행
- 독일은 2010년부터 자국이 비교경쟁우위를 갖는 제조업에 IT를 접목하는 인더스트리 4.0
(Industrie 4.0)을 추진 중에 있고, 2013년에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tform Industrie 4.0)이라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조직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차
원의 ‘운동’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음.
- 일본정부도 2015년 성장전략의 각의 결정 이후 잇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였
고, 로봇혁명이니셔티브(RRI)와 IoT 추진컨소시엄(ITAC) 등 그것을 추진할 민관협력기구 중심
의 실행체계도 정비
- 우리 정부 역시 2016년 들어 제조업 혁신 3.0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신정부 들어서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 등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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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T 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
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presence)’를 구명하는
작업에 앞서 구체적으로 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像)을 조감하고, 거기서 우리 정
부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
- 특히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이노베이션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
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음.
-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성장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
음을 감안하면, 비록 이 주요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
들의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나아가 정부정책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기
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 선진국 정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미국의 4차 산업혁명
①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육성
미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제조업 기술지원을 위해 2012년 7월 ‘The President’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을 공표함과 동시에, 제조업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
주체(hub)로서 15개의 ‘제조업 혁신연구소(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설립함.

- 이 연구소들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며, NNMI는 하이테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거점을 마련
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미국의 제조업 R&D 투자 예산은 2011년
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NNMI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 1,000개의 기업,
대학, 비영리 연구재단 등이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성원으로 참여
- 가장 먼저 설립된 ‘국립적층가공 혁신 연구소’의 경우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하여 140개 이상
의 파트너와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7,000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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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 지역에 수억 달러의 3D 프린팅 관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GE와 Alcoa
는 각각 3,200만 달러, 6,000만 달러를 투자
미국정부는 제조기술의 혁신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조기술
중점육성분야를 선정해왔음.

- 2012년 7월 처음으로 센서ㆍ측정ㆍ공정관리, 적층가공 기술(3D 프린팅), 바이오 제조와 생물정
보학, 나노기술, 지속가능한 제조공정, 산업용 로봇, 첨단 설비 및 검사장비 등 11개 제조 기술
분야가 선정되었음.
- 약 4년 후인 2016년 4월에는 첨단재료 제조, 재생의료를 위한 바이오 제조 등 향후 5개의 유망
제조기술과 연방정부 차원의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 10개를 선정

표 1. 연방정부의 첨단 제조기술 중점육성분야
구분

기술분야

향후 유망
제조기술

∙
∙
∙
∙
∙

첨단 재료 제조(Advanced Material Manufacturing)
첨단 바이오 제조 공학생물(Engineering Biology to Advanced Biomanufacturing)
재생의료를 위한 바이오 제조(Biomanufactu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첨단 바이오제품 제조(Advanced Bioproducts Manufacturing)
제약의 연속 제조(Continuous Manufacturing of Pharmaceuticals)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

∙
∙
∙
∙
∙
∙
∙
∙
∙
∙

첨단 기계도구 및 제어장치(Advanced Machine Tools and Control Systems)
보조 및 유연 로봇(Assistive and Soft Robotics)
재생의료를 위한 생체공학(Bioenginee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여러 기술분야의 바이오 프린팅(Bioprinting across Technology Sectors)
증명, 평가, 자격(Certification, Assessment and Qualification)
제조업을 위한 사이버보안(Securing the Manufacturing Digital Thread–Cybersecurity for Manufacturing)
화학 및 열 공정 집적화(Chemical and Thermal Process Intensification)
지속가능(에너지효율 개선)한 제조공정(Sustainability in Manufacturing)
고부가 Roll-to-Roll 제조(High Value Roll-to-Roll Manufacturing)
혹독한 환경에 적용가능한 재료(Materials for Harsh Service Conditions)

자료: The White House(2016. 4), “Advanced Manufacturing: A Snapshot of Priority Technology Area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② 벤처기업 육성
미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기술 개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오바마 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2011년 1월 31
일)하는 등 벤처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책들은 기업가 정신 고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5개로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본접근성 확보 △기업가 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
로그램 확대 △창업기업 진입장벽 해소 및 정부의 창업지원 효율화 △‘연구소부터 시장까지’ 혁
신의 가속화 지원 △의료ㆍ청정에너지ㆍ교육과 같은 산업으로 시장 진출기회 제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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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 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
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가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
고 있기 때문임.

- 모험자본으로서의 벤처캐피털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이디어ㆍ스타트업 단계, 기술개발단계와 같이 창업 초
기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44.5%로 나타났음.
미국의 벤처캐피털들은 주로 인수합병(M&A)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M&A
또는 IPO와 같은 회수시장의 발달이 중요한 것은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투자 회수시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M&A와 IPO를 통한 투자 회수 가운데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해왔으며, 이는
미국에서 IPO 전 단계인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벤처캐피털의 성장과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2.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 회수 금액 및 건수 추이
연도
2008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회수금액(십억 달러)

건수

회수금액(십억 달러)

건수

175

455

6

10

2009

144

472

13

10

2010

266

651

37

42

2011

310

687

59

46

2012

325

799

15

60

2013

271

796

91

89

2014

718

918

106

122

2015

423

884

81

77

2016

439

687

29

39

자료: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7. 3),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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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부문별 제도 보완
미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산업부문별로 제도보완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음.

- 제도보완분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
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임.
-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기반
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미국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을 주도하는 신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
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표 3. 미국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정책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

주요 내용
∙ 하이테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
혁신을 추구
∙ 2017년 3월까지 14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IMIs)’ 설립

시기
2012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 로드맵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제시

2014. 10

IoT
(정보 보호ㆍ보안)

∙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을 권고

2015. 1

빅데이터 지역허브
구축 계획

∙ 4개 권역별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 설립
∙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등

2015. 4. 3

연방정부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
∙ 7대 전략과 18가지 세부 과제 제시

2016. 5. 24

자율주행차 15대
성능지침 발표

∙ 관련 정책과 입법의 방향 제시 및 15가지 항목의 자율주행차 성능 가이드라인 발표

2016. 9. 20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전략계획

∙ 인공지능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
∙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7대 분야와 23개 권고사항 제시

2016. 10

2) 독일의 4차 산업혁명
① 산관학 플랫폼 기구: Plattform Industrie 4.0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기구 혹은 조직은 한 국가 내에서도 매우 다양하지만, IoT와 인더
스트리 4.0에 한정하면 정부가 기업ㆍ업계단체, 학계와 함께 조직한 산관학 협력기구 혹은 민관 협력기
구, 그리고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ㆍ운용하고 있는 협력기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플랫폼은 제조업, 의료, 운송, 전력, 스마트 시티 등 이업종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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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인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가 대표적이다. 스마트 홈(Smart Home) 분
야에서는 AllSeen Alliance, 스마트 홈(Smart Home)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 분야를 망라
하는 OCF의 존재감도 큼.

표 4.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플랫폼
국가

미국

독일

명칭

설립일

추진주체/대상분야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2014년
3월

- GE, AT&T, Cisco, IBM, Intel 등 약 250개
기업
- 제조업, 의료, 운송, 전력, 스마트 시티 외

- 이업종간 기업 컨소시엄
- 기업간 개방형 혁신

AllSeen Alliance

2013년
12월

- Qualcomm, Microsoft, LG, Sharp, Sony,
Haier 등 약 50개 기업
- 가전기기

- Qualcomm이 개발한 IoT용
공통언어인 ‘AllJoyn’을 기초로
가전기기 상호 접속을 오픈
소스화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2014년
7월

- Intel, Cisco, GE Software, Samsung,
Media Tek 등 52개 기업
- 가전기기, 제조업, 자동차 등

- IoT 관련 기기의 규격과 인증 책정이
목적

2013년
4월

- 독일 연방정부(BMBF, BMWi),
협회(BITKOM: IT 분야, VDMA:
기계분야, ZVEI: 전기ㆍ전자분야),
학계ㆍ연구소(acatech, Fraunhofer 등),
기업(SIEMENS, IBM, BOSCH, SAP,
ABB, infineon 등), 노동조합(IG Metall:
금속노조연맹)이 참여
- 인더스트리 4.0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산관학 협력기구

Plattform Industrie
4.0

특징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는 산관학 협력기구는 Plattform Industrie 4.0

- 2013년 4월 BITKOM, ZVEI, VDMA 등 3개의 재계단체가 독일 연방정부의 미래 프로젝트
인더스트리 4.0과 협력하고 기술,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 독일 연방
정부인 BMBF(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BMWi(Economic Affairs
and Energy), 학계ㆍ연구소(FhG: Fraunhofer-Gesellschaft), 그리고 노동조합(IG Metall)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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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lattform Industrie 4.0의 조직도

자료: Plattform Industrie 4.0(2017a).

플랫폼 출범의 가장 큰 의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관련
대응방안과 전략을 함께 구성해나간다는 점에 있음.

- 경영진들은 2개 정부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기관 수는 2017년 3월 현재 140개에 달함.
- Plattform Industrie 4.0은 현재까지 5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
도록 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음.

② 국제표준화
독일은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이 표준화라고 판단,
Reference Architecture Model(이하 RAMI 4.0)을 개발

- Plattform Industrie 4.0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었데, 표준화 워킹그룹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RAMI
4.0 모델 개발임.
- RAMI 4.0은 인더스트리 4.0이 스마트 그리드의 표준화 모델인 ‘Smart Gri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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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GAM)의 개념을 적용하여 확장시킨 것
- RAMI 4.0은 최대한 모든 영역에서의 기술이 포함되도록 3차원 모형을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이것은 향후 RAMI 4.0이 국제표준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부분
∘ 독일의 로봇팔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KUKA Robotics는 RAMI 4.0이 신기술 개발에서 표준을 사전
에 마련해줌으로써 많은 오류와 착오를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
∘ RAMI 4.0은 표준(standard)을 단 하나로 고정하여 100% 모든 것에 관해 규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방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architecture)나 눈에 보이더라도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
서는 권유 혹은 추천의 의미에서 참고(reference)에 해당

IoT와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구는 100개를 상회

- [그림 2]는 EU의 AIOTI(Alliance for Internet of Things Innovation)가 공개한 것으로서,
IoT와 인더스트리 4.0의 영역(X축)과 대상(Y축)을 기준으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기구들의
분포를 도식화한 것임.
∘ X축을 보면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나 스마트 홈(Smart Home)과 같은 B2C 시장에서는
AllSeen Alliance나 OCF와 같은 미국계 기구들이 눈에 띄고, 인더스트리 4.0 혹은 IIoT와 같은
B2B 시장에서는 미국의 IIC와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 그리고 IEC나 ISO와 같은 국제표
준화 기구들이 눈에 띔.

그림 2. IoTㆍ인더스트리 4.0 분야 표준화 기구

자료: Henning Kagermann et al. eds.(201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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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독일정부는 인더스트리 4.0 전략 안에서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Mittelstand-Digital
4.0’(Mittelstand 4.0)이라는 정책을 추진

- 독일은 히든 챔피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이 매우 강한 나라이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편임.
- 특히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도입에서 디지털화 전략, 자원, 표준, 데이터 보안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Mittelstand 4.0의 핵심은 디지털화에서 대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활성화를 시키는 것임.
독일정부는 Mittelstand 4.0 일환으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를 운영

- 이 센터는 대기업·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테스트 베드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
공하고 중소기업이 관심 있는 기술들에 대한 정보, 실험 가능 장소, 컨설팅 문의 등 인더스트리
4.0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2017년 6월 현재 독일 내 10개의 센터가 있으며 센터별로 다른 주제의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 이들은 Mittelstand 4.0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서로간의 노하우를 분기 또는 반기 기준으
로 미팅을 갖고 공유하며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을 꾀하고 있음.
독일정부는 ‘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라는 4차 산업혁명 지원책도
추진

-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새
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들을 확대

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①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일본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최우선분야로 지정한 것은 2015년판 성장전략을 발표한 시점부터임.

- 2017년 6월에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Society 5.0’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분야를 선정
하였는데, IoT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와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에 중점을 두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플랫폼으로서는 RRI(로봇혁명이니셔티브)와 ITAC(IoT 추진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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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엄)을 각각 2015년 5월과 10월에 출범시켰고, 2016년 6월에는 컨트롤타워로서 미래투자
회의 설치
∘ 독일정부가 ‘High Tech Strategy 2020’을 각의 결정하여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시
점이 2010년, 미국의 GE, AT&T, Cisco 등이 IIC라는 기업컨소시엄을 결성한 시점이 2014년임을
감안하면,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음.

일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전략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AI 등의 기술혁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후자의 경우는 AI 등의 기술혁
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

- 이와 같은 기본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ㆍ계열의 벽을 초월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
이터 활용을 축으로 한 교육ㆍ인재 육성 시스템의 구축, 외국인력의 활용, 노동시장ㆍ고용제도
개혁 등 수십 가지의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
- 일본이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구조적 성장제약을 타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IoT, AI.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이것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담한 경제ㆍ사회
시스템 개혁을 강조한 것임.

②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상용화 목표 시점을
Level 2는 2017년, Level 3은 2020년, Level 4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고, 드론의 경우는
2018년 무렵에는 ‘Level 3’, 2020년 무렵에는 최고 단계인 ‘Level 4’의 드론 비행을 실현하겠
다는 로드맵을 발표.
- 여기서 주목할 부문은 일본정부가 2106년부터 국가전략특구 중 지방창생특구를 대상으로 자율
주행차와 트럭의 자율주행 및 드론의 시범운행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 현행 법ㆍ규제로는 이 모빌리티들의 상용화는 물론이고 시범사업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구를 활용
하여 기술혁신의 성과를 무리 없이 사회에 적용하겠다는 것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259

표 5. 일본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현황
주체

개요
내각부
(SIP)

- 2017년 9월∼2019년 3월에 걸쳐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테스트 코스에서 시범운행 사업
실시 예정
ㆍ 2017년 3월부터 오키나와현 난죠시(사업자: SB Drive, 선진모빌리티)와 이시가키시에서 버스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시

내각부
(국가전략특구)

- 2016년 11월, 센보쿠시(사업자: DeNA)에서 일반도로 버스자율주행(레벨 4) 시범운행 실시
- 2016년 3월, 센다이시 초등학교 교정에서 로봇택시 주식회사가 완전자율주행(레벨 4) 시범운행
실시. 도호쿠대학은 재해지에서 소형 EV 로봇기술의 시범운행 실시
- 2016년 2월, 후지사와시에서 로봇택시 주식회사가 레벨 3의 완전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시. 2017년
4월부터는 1년간 야마토운수와 DeNA가 시범운행 실시. 2018년에는 하네다공항 주변 일반도로에서
레벨 4의 시범운행 실시 예정

경제산업성ㆍ국토교통성

- 2018년 이후, 트럭 ‘대열주행’과 ‘Last One Mile’ 자율운행의 일반도로 시범운행에 관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연구개발ㆍ실증사업’을 실시 예정(검토 중)

국토교통성

- 2017년 여름, 중산간지역의 도로 역을 거점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아키타현
가미코아니촌, 도치기시,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시마네현 이이난쬬 등 5곳

DeNA

- 2016년 8월, 마쿠하리 쇼핑센터에서 자율운전 버스ㆍ로봇 셔틀을 시험운행
- 2016년 12월, 규슈대학, NTT Docomo, 후쿠오카시와 함께 자율운전버스의 주행실험 실시

SB Drive

- 기타큐슈시, 야즈쬬, 하쿠바촌, 하마마츠시 등과 협정을 체결,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사업 추진

정부

기업

아이치현

지자체ㆍ대학
등

- 2016년 5월, 15개 시 등지에서 자율운전 시범운행

도호쿠대학

- 2016년 8월, 센다이시, 미야기현, 도호쿠경제연합회와 컨소시엄 설림. 도호쿠대학이나 시내 과소지
역에서 시험운행

가나자와대학

- 2016년 9월, 이시카와현 수주시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던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공개

와지마 상공회의소

- 2016년 11월,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에 의한 전동카트(야마하 제품)의
시범운행 실시

군마대학

- 2016년 12월, ‘차세대 모빌리티 사회실장연구센터’ 설립. 기류시내 일반도로를 이용한 자율주행
시범운행.

표 6. 국가전략특구 내 드론 시범운행 현황(2017년 7월 현재)
특구 지역

사업주체

내용

시범운행 일자

도쿄권 치바시

Rakuten(楽天), NTT Docomo,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주식회사)

드론 택배

2016년 11월

Luce Search

측량 사업

2017년 4월

Skyseeker 및 DJI Japan

재해상황 실시간 파악

2017년 4월

도쿄권
아이치현

Prodrone

영상촬영

2016년 7월

센보쿠시

Prodrone,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도서 운송

2016년 4월

센다이시

NTT Docomo/Vcube Robotics Japan

조난자 수색

2016년 11월 및 2017년 2월

Energia Communications

물자운송

2016년 10월

Luce Search

산림지역의 측량 사업

2016년 11월

히로시마현ㆍ이마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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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망(Smart Supply-Chain)

- Smart Supply-Chain(Manufacturing) 분야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표방한 ‘Society 5.0’
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분야 중 하나임.
∘ 그중에서도 일본정부는 Smart Manufacturing, 즉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된 각종 데이터를 공장 내
기기간은 물론이고 기업 내에서, 나아가 기업간에 어떻게 연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모델
을 창출하고 이 분야에서 일본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고심

- 일본정부는 자국이 지향해야 할 ‘Smart Manufacturing’ 전략을 국제협력하에서 ‘Real Data
Platform’을 구축하는 것,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정
비하는 것, 중소기업의 IoT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
- 일본정부의 스마트 제조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 베드,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국제 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스마트 공장 시범사업은 경제산업성이 2016년부터 매년 약 3억∼5억 엔을 지원하는 사업. 테스트
베드 사업은 ITAC이 주관하는 복수의 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간 공동 시범사업이나 아직 가동 중인
사례는 없고 타당성 조사단계
∘ 일본의 중견ㆍ중소기업 지원은 홍보활동, IoT 전문가 파견, IoT Tool 지원 중심이고, 국제 표준화
대응 측면에서는 RRI가 독일과의 협력하에 2017년 2월 IEC에 ‘Unified Reference Model’을 제출

③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민관, 산관학 협력기구
현재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미래투자회의(未来投資会議)

- 단 미래투자회의는 4차 산업혁명만을 전담하지 않고, 규제개혁과 성장전략을 포괄하는 회의기구임.
일본정부는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을 벤치마킹하여 2015년 이후 민관협력기구를 출범시킴.

- 2015년 5월 출범한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RRI: Robot Revolution Initiative)는 경제산
업성 주도하에 제조업 전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industry 4.0 관련 대표적 민관 협력기구
- 2015년 10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공동으로 ‘IoT 추진 컨소시엄(IoT 推進コンソーシアム,
ITAC: IoT Acceleration Consortium)’이라는 민관 협력기구를 설립
- 2015월 6월 공식 출범한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IVI)는 일본기계학회의 ‘연계 공
장(connected factory)’ 분과회가 확대ㆍ개편된 제조업 중심의 포럼
-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와 제조업 분야에 국한되고 있어 산관학 협력기구를 보더라도 민
관 협력기구가 중심이어서 거국적인 산관학 협력체계를 갖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시장
지향형 기업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미국의 Industrial IoT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산관학 플랫폼의 한계 못지않게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
는 요소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시스템의 부재,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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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민관ㆍ산관학 협력기구 설치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산관학 플랫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산관학 플랫폼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ㆍ금융ㆍ세
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체제, 즉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갖추고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ㆍ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
러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상계획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이렇다할 산관학 협력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민관ㆍ산관학 협력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플랫폼의 선진국 사례에서 추진주체ㆍ참여범위와 테스트 베드
활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첫째, 산관학 플랫폼의 추진주체가 누구냐는 그 플랫폼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이자 어떠한 기업
들이 참여하냐는 이 참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반영ㆍ조정되고 있는가를 보여줌.
∘ 예를 들어 미국의 IIC나 AllSeen Alliance, 그리고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는 OCF는 IT 기업과 글로
벌 제조업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업컨소시엄으로서, 철저하게 기업들이 사업리스크를 안고 신기술 융
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RRI와 ITAC는 참여하는 기업의 업종범위만 다를 뿐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기구로서, 기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경쟁기업의 동향 파악 관점에서 참여할 인센티브
가 충분하지만 자신의 기술을 어디까지 공개ㆍ공유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
아 실제 플랫폼의 성과는 미지수
∘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는 산관학은 물론 노동계까지 ‘혼연일체’가 된 거국적 플랫폼으로서,
매우 이상적이긴 하나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둘째, 산관학 플랫폼의 테스트 베드 활용 여부는 플랫폼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혁신의
장(場)이 될 것인지, 소수의 대기업 기술에 의존한 ‘산업단지’의 아류가 될 것인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는 중소기업 152곳, 대학연구소 116곳, 대학 외 연구소 66곳, 대기
업 181곳 등이 참여하는 524개의 테스트 베드를 전국에 걸쳐 가동 중인데, 제조업의 IoT화 분야에서
는 복잡한 제조ㆍ물류 시스템을 실제 조건에 맞추어 시뮬레이션하는 등 기술혁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테스트 베드간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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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에는 IIC의 22개 테스트 베드가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음. 단 일본의 RI와 ITAC는 정부
가 주도하는 민관 협력기구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산업정책’ 환경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ITAC의 테스트 베드 사업을 살펴보면,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이 매우 애매하여 과연 이 플
랫폼들이 ‘혁신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

2)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우리 정부는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규제가 신산업ㆍ서비스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를 서두
를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 규정할 수 없는 신기술
에 대비한 유연한 법ㆍ규제 체계의 정립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에서는 신기술ㆍ제품ㆍ서비스 도입에 따른 안전문제와 이해당사자간
이해충돌의 문제가,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제도정비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폐기, 재제출, 국회 보류를 답습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제개혁안으로 보임.
∘ 이 특별법에서는 먼저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안전운행요건을 갖출 경우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율차ㆍ친환경차의 임시운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자율주행차 관련 정보를 비식별화한
경우 위치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 배제라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드론과 관련해
서는 항공법상 공역 이외에 무인기 비행 전용 공역 지정 허용, 드론 특화 산단 내 소규모 입주업체
등의 지원을 위한 항공우주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드론 관련 사업에 한정한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
립목적 변경 허용 등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정의한 자율주행단계에 맞추어 연방정부가 마련해
야 할 정책과 각 주별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미국의 각 주(州)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률을 독자적으로 제정하는데, 2011년 6월 네바다
주가 구글의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4월까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
다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률 제정

- 일본 역시 자율주행차와 드론의 상용화 목표시점을 각각 2025년, 2020년으로 설정한 가운
데, 현재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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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장의 제도정비 측면에서는 일본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이 부문에서도 그
나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으로 판단됨.
∘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특별법에서
는 ‘IoTㆍ빅데이터ㆍ자율차’ 등과 관련하여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관련 규제
적용 배제조치를 포함.

-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빅데이터 시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
에 있다고 천명
∘ 스마트 제조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즉 일본 정부
는 2020년까지 데이터 유통시장을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2016년 말 「민관 데이터 활
용 추진 기본법」 제정 이후, 익명가공 정보화 허용, 기업간 익명가공 데이터 매매 허용(2017년 5월
말부터 전면 시행), 익명가공 데이터의 지식재산 인정(2017년 3월 지침 발표), 데이터 이용권한의 명
확화를 통한 데이터 독점 방지(2017년 5월 지침 발표) 등을 추진 중

- 미국 연방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카, 빅데이
터, AI 등 각 분야의 특성과 위험성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강화,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침을 마련

3) 중소기업 지원
우리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2014년 6월)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의 보급ㆍ확산 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보급ㆍ확대 사업은 첫째 정부 예산사업 중심이라는
점, 둘째 IT 솔루션 지원, 공장자동화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소를 아우르는 산관학 공동 R&D 체계의 구축, 중소기
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요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 등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에서는 독일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소를 아우르는 산관학 공동 R&D 체계를 구축하되 중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을 강조

- 독일정부는 인더스트리 4.0 내에 Mittelstand 4.0 정책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정부가 구축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라는 네트워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습득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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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센터는 현재 독일 전역에 10군데 존재하는데, 인더스트리 4.0의 테스트 베드 기능을 수행

- 일본의 중소ㆍ중견기업 정책 역시 한국처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예산지원은 소액에 그침.
∘ 경제산업성의 스마트 공장 시범사업을 보면 중소ㆍ중견기업이 IoT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다
른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목적의식이 비교적 분명

4) 국제협력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력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17년 3월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 독일 경제에너지부 간 CeBIT 「하노버 선언」은
우리 정부가 국제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조할 만함.
∘ 이 선언은 2015년 일ㆍ독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데, 협력범위를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화, 규제 개혁, 중소기업 지원,
R&D, 플랫폼(산관학 협력기구), 디지털 인재육성, 자동차산업, 정보통신분야 등 9개로 선정
∘ 참고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 차세대 통신망인 5G 기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협력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산관학 플랫폼간 교류ㆍ협력 사업은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부와 산관학 플랫
폼이 함께 움직이면서 추진하는 사업

- 이 부분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는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협력주체
가 모호한 탓에 이렇다할 협력의 움직임이 없음.
-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실행기구로서 산관학 플랫폼은 기술혁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국제협력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임.
-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을 예시하여 산관학 플랫폼 간 교류ㆍ협력의
필요성을 제기. 협력 어젠다로는 국제 표준화, 테스트 베드, Use Case, 사이버 보안 네 가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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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외자기업 우대 축소,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성장둔화 등의 요인 때문에
우리 기업이 동남아에 관심을 두면서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시도함.

-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기지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
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영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수요보다 매우 희소해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의 대동남아 투자가 급감했다가 최근 다시 글로벌 금융위
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위기상황이 다시 불거질 경우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음.
∘ 한국의 동남아 총투자액 가운데 중소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2011년 13.1%(6.4억 달러)로 줄었다가
2016년 26.5%(13.2억 달러)로 증가함.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진
출전략을 재구상할 때 필요한 자료가 현재 투자한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정보임.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가 우리 진출 중소ㆍ중견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함.

- 통상환경 변화가 현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원인을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최근 다시 회복 중인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원인을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 우리 다국적 대기업의 진출에 따라 동반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은 경제여건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노출되면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성이 높은 해외진출기업,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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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 지역의 경제여건 변화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FTA 확산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나누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진출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함.

-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개방도는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자국산 부품 충족조건이나 수출세 납부조건 제시 등 대외환경 변화보다는 현지
정책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
동남아 국가가 투명성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최근 강조하고 있으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세무 및 노무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우리 중소기업은 노무 및 세무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아 지역의 임금상
승과 인력난은 한층 가속될 전망임.

2)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① 일본기업의 동남아 투자배경
1970년대 초부터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2010년대 들어 일본 경제구조가 첨단산업과 서비
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다시 급증하고 있음.

- 동남아 지역의 변화, 즉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인한 통합의 진전 및 심화, 국제
경쟁력 강화, 역내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의 성과에 기초한 측면도 있음.
일본은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보유하지 못한 대신에,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진출기업의 대응을 파악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태국에 일본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제조업 비중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특히 태국과 베트
남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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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현황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는 2000년대 들어 비중이 확대되었고, 그중 제조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
중임.

- 일본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확대의 원인은 저출산ㆍ고령화와 국내시장 축소 같은 구조적 요인
과 FTA 확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 엔고 진전, 국내경기의 침체, 대기업의 현지 조달률 향상에 따라 국내거래가
축소되면서 자체적으로 해외로 많이 이전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 대기업과 외국 다국적기업과
의 현지거래를 위해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결정 시 고려사항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양질의 저임노동력 확보는 시기별
로 감소하고 있고, 현지의 제품수요 왕성 또는 향후 수요확대 전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한편 납입처를 포함한 다른 일본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동남아 지역에 일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일본기업간 거래관계가 확대하는 등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도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였음.

③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일본의 일자리와 수출을 구축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해외에서 창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정부는 해외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해외진출을 단계별로 나누어 중소기업의 해외전개를 지원하고 있음.
-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정보수집과 상담, 조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인재육
성 및 확보, 국내에서 해외판로 개척 지원, 해외에서의 직접판로 확대 지원 등을 JETRO와 중소
기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전개단계에서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진출 후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일본은 풍부한 ODA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④ 일본의 동남아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일본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국 리스크의 확대에 대해서 일본 중소기업은 수익률 감소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응답기업의 32.8%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답했음.

- 통상협상의 경우 해외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55% 이상이었음.
-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위기가 오면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재편을 목격하였는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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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직후 동남아에서 철수가 급증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추세가 감소 중임.
- 차이나 플러스원(China plus One) 전략이나 타이 플러스원(Thai plus One) 전략에 따라 중국
에서 동남아로 해외거점을 재편하거나 태국에서 동남아 이웃국가, 특히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일
본기업이 늘고 있음.
- 동남아에서 일본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아직 낮지만, 동남아 역내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거점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일본정부는 해외 자회사 경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국내본사)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과제에 소요되는 경비의 2/3를 정부기관(중소기구)이 160만 엔 한도로 부담하고 있음.
- 대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을 재편하려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업 재편자금을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융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중임.

3) 설문조사에 나타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①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
법인 설립 이전단계에서 과거처럼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불만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복잡한 행정체계
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 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음.

-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현지의 복잡한 행정절차로부터 자유로웠는데, 이는 지방정
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이해됨.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지에서 정책금융 융자를 활용한다는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8%, 현지 금융기관 활용이 응답
기업의 25%에 지나지 않음.
- 자금조달에 따른 어려움도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자금조
달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현지시장 31.8%, 한국 46.3%, 제3국 시장 21.9%로 나타나 현지 중소기업이 한국에서 많은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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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설비에 있어서도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할 경우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라고 답했음.
-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발간한 「2015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에서 우리나라 총수
출액 5,267억 달러 가운데 2,158억 달러가 현지법인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임을 밝히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함.
-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구축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우리 수
출을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투자결정 이후 본사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 산업별로 영향받는 정도가 달랐는데 플라스틱/비금속 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인력 모두 감소함.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으로 이해됨.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
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음.
향후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관한 컨설팅 지원이 요구됨.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상품수출국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
과 지분확보를 자본수지 창출방안으로 활용해야 함.

②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경영성과 분석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수익성과 유의한 관계를 가졌지만, 성장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
지 않음.
한국 본사(모기업)의 경영성과 지표와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지표 간에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활동이 한국기업의 경영활동을 구축한다고 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
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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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한 임금상승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3. 정책 제언
1)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기진출 중소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보다 현지에 대해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동남아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진출 중소
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민간기업이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
로 중소기업간 협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조달국 비중을 보면 현지시장 31.8%, 한국 46.3%, 제3국
시장 21.9%였고, 생산설비 54%가 한국산으로 조사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우리 수출을
구축한다고 말하기 어려움.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동남아를 포함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정책은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동남아 진출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은 금융지원으로 환위험 보험, 이행성 보증
및 채무보증 지원 등 리스크 회피를 위한 간접적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요를 직접 만족시켜주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임.
- 일본은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개시 또는 확대자금을 융자해주는 해외전개지원(オーバーシーズ
21, Overseas21)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나, 한국은 해외투자자금 대출이나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 직접적인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책을 찾을 수 없음.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현지진출 대기업과 협력하여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협력 중소ㆍ중견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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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필요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한계가 있음.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방안 마련을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
라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 프로그램 수행기
관이 분절되어 있고, 지원책이 서로 조율되지 못해 중복되거나 혼재되어 있음.

- 다행히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수행기
관의 혼재 속에도 우리 중소기업이 적절한 지원책을 한눈에 찾을 수 있게 됨.
- 수요자가 더욱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점은 높이 살 만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주관기관이 분절되어 있어 유사한 사업간 시너지 창출 기회를 저하하고 있으므
로, 진출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직접 수출지원 및 진출 전 단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신방향으로 기진출 중소기업 대상 사업재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일본이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
을 확인하듯이 우리나라도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현황 조사를 선행해야 함.

- 우리나라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총괄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업
별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다 보니 이슈별 중소기업이 겪는 문제점과 대응정도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어려움,
- 우리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형성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설문은 기업의 경영실태뿐만 아니라 기업의 향후 전망, 애로사항,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근거로 우리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체계적으
로 제공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될 것임.

276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정보처리능력도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역량에 부합하는 처리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이미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 기업으로 볼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기진출 기업이
결국 한국 수출의 창구이자 이전소득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함.

-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정보의 보고이므로 한국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현지기업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현지 기진출 기업이 신규 진출기업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인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②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
국가별로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이 다르므로 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출지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 현지 한국 중소기업이 호소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지 임금상승, 노동력의 질, 모호한
각종 규정, 인프라 부족, 노무관리 등이었으나, 국가별로 느끼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음.
- 필리핀 소재 기업은 노동력의 질과 인프라 부족을,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은 현지
임금상승과 모호한 각종 규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었음.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은 임금상승과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우리 기업이 어렵게 느끼는 모호한 규정 적용에 관해 상세히 조사해 현지국 정부와 통상협상 의제로 다루
어야 함.

- 복잡한 CR Mark 인증 절차와 낙후된 현지 시스템으로 현지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자,
양국은 2015년부터 한ㆍ베트남 FTA 경제협력 약정분야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ㆍ베
트남 강제인증(CR mark) 획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은 임금상승 속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전문직ㆍ기술직 등 중간관리자급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진출국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
을 지원해 노동공급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 임금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임.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동남아 투자환경 가운데 향후 3년간 가장 크게 악화될 부문으로 노무관리와
세무관리를 꼽은 반면, 가장 개선될 부문으로 물류ㆍ유통ㆍ통신 인프라를 꼽음.

-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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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ODA 자금 또는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③ 동남아 생산 네트워크 재편에 따른 사업 재편 지원
동남아는 다양한 10개국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각국의 산업화 정도에 차이가 있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메가 FTA 추진은 각국의 산업 및 통상정책 변화와
함께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를 재편할 것임.

- 동남아 지역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일본은 이미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진출기업의 사업을 재편한 경험이 있음.
-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 플러스원 전략과
타이 플러스원 전략의 활용을 권장했음.
진출국 현지의 상황변화에 따라 해외사업 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실제로 중소기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가 해외사업재편
전략추진지원사업(海外事業再編戦略推進支援事業)을 직접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KOTRA가 산업부와 함께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U턴 기
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는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에 비해 아직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완비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ASEAN 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은 이미 동남아 역내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완비한 일본기업
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이므로, 이미 구축된 지역생산 네트워크의 재편을 통해 효율성
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2016년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액 가운데 44.3%가 베트남 투자로, 한 곳에 집중하였다는 점은
효율성 측면에서 진출 초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AEC 출범 이후 동남아 지역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여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동남아 지역 전역을 경영해야 함.

④ 기진출 중소기업과 신규 진출 중소기업 간 연계
기진출 기업의 잉여 생산 라인이나 공간을 신규 진출 중소기업이 임차하여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해야 함.

- 일본의 라인가리(Line Gari)나 노키사키(Nokisaki)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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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진출 기업과 신규로 진출하려는 기업 간에 협력하도록 하려면 한국 내 모기업에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유인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제도가 마련된다면 스타트업 기업이 초기에 자리잡는 데 유용할 것임.
동남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

- 베트남을 거점으로 하는 육상 생산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해양 생산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연계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⑤ 지역전문가 양성
설문조사 결과 최근에 동남아로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
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을 확인함.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전문가를 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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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포럼 주제로 선정된 후 세계적 관심 증대와 각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 진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음.

-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전략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창업기업들에 의해 4차 산업혁명이 주도되는 특징을 보임.

- 각국 정부는 혁신창업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
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위 세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취약하지 않을 뿐더러 높은 잠재
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이고, 인도와 싱가포르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대표적인 전략적 협력 대상국가임.
이에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각국의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중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지속 개발, 추진하는 등 그 어느 국가보다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 확보에 적극적임.
- 인도는 제조 인도(Make in India)와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를 동시에 추구하며, 이를 잇는
교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을 우선 육성하는 전략을 2014
년 공표하고, 2016년에는 민관학연 협력체제를 출범함.
-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비전을
2014년 발표하고, 2016년부터는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적극 실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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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개발 및 이 국가들과의 관련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 정부도 2016년 제조업 혁신 3.0,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 2017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및 분석
우리나라,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을 [그림 1]에 제시된 분야로 구분해 비교분석함.

그림 1.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분야

자료: 저자 작성.

분석결과 ICT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가장 우수하고, ICT 시장규모는 중국(2016년 2,580억 달러)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컸고, 우리나라(730억 달러)와 인도(680억 달러)는 각각 9위와 10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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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중국과 인도가 각각 세계 1위로 나타났고, ICT 관련 법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21위인데 반해 중국과 인도는 각각 49위와 53위임.

- 특히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측면에서 인도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의 유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역량대비 유연성 역량이 낮
고, 반면 중국과 인도는 디지털 역량대비 유연성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혁신역량은 한국, 중국, 인도 모두 과거에 비해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혁신지수는 2017년 11위로 일본의 14위보다 높고, 2014년대비 5단계 상승했으며,
중국과 인도도 각각 22위와 60위로 2014년 대비 각각 7단계와 16단계 상승함.
혁신의 기반이 되는 R&D, 혁신 클러스터 및 글로벌 R&D 거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인도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중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기초 및 응용 R&D 분야에서 각각 1위, 2위의 투자
유치국임.
혁신창업 역량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인도는 성인 인구 중 예비 및 신생 창업가 비중, 모험자본인 벤처캐피털 비중은 물론,
유니콘 기업 수 및 기업가치, 엑셀러레이터 및 창업 허브로부터의 투자 및 입주 현황 측면에서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4차 산업혁명 주요 부문별 역량의 경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중국기업, 서비스 로봇분야에서
는 우리나라 기업, 빅데이터분야에서는 인도기업, 핀테크는 싱가포르가 우수한 역량과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종합해보면 중국, 인도, 싱가포르, 우리나라 4개국 각각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은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거나 오히려 높은 분야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아시아 4개국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더욱 극대화하는 한편 상대적
으로 취약한 역량을 보완할 경우 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음.

- 4개국 정부와 기업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존의 협력시스템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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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보완하여,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은 물론 후발 개도국의 모범적인 협력모델로서의 역할
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① 중국
중국은 2015년부터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 외에 기업의 혁신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특히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관리체계
를 구축하며, 지재권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 이에 힘입어 금융, O2O,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을 탄생시켰
으며, 베이징과 선전 등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국내외 자금과 인재가 집중됨.
표 1. 중국 ‘4차 산업혁명’ 주요 정책
정책명

발표시기

주요 내용

중국 제조 2025
(中国制造2025)

2015. 5

- 혁신형 고부가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스마트 제조업 확대와 글로벌 제조 선도국가 지위 확립

인터넷 플러스(+)
(“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2015. 7

- 창업,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등 11가지 분야와의 융합 추진

13차 5개년 발전규획
(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2016. 3

-

로봇 산업발전규획
(机器人产业发展规划
(2016-2020年))

2016. 4

- 2020년까지 자체 개발 로봇 생산량 10만 대 달성
- 로봇 기술수준 제고(속도, 정밀도, 무게 등)
- 핵심 부품 개발기술 확보 등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

2016. 7

- 2050년까지 중국 인터넷 강국 도약을 위한 3단계 추진전략 및 56개 중점업무 제시
- 202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제고, 통신망 개선, 주변국과 네트워크 연결 및
정보교류 확대 등 제시

빅데이터 산업발전규획
(大数据产业发展规划
(2016~2020年))

2016. 12

- 2020년까지 연평균 30% 가량 성장을 통해 산업규모 1조 위안 달성
- 빅데이터 기술 연구개발, 공업 빅데이터 응용 혁신, 빅데이터 응용 발전 등 추진

소프트웨어 및 ICT서비스업 발전규획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发展规划
(2016-2020年))

2017. 1

- 2020년까지 연평균 13% 이상 성장, 매출액 8조 위안 달성 목표
- 연구개발 투입 확대, 기초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 첨단 영역
경쟁력 강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 7

- 2020년까지 인공지능기술 및 응용영역 선도, 2025년까지 인공지능 이론적 기초 선도,
2030년까지 인공지능 전 영역(기술 및 응용+이론)에서 세계 선도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무선 광대역 통신망 구축, 5G 등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발전, ‘인터넷 플러스’ 생태계 육성 , 공유경제 발전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발전 촉진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공간 리 개선 등

자료: 오종혁(2017),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특징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7-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제조2025」,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三部委联合印
发《机器人产业发展规划》(全文)」(2016. 4. 27); 『人民网』, http://finance.people.com.cn/n1/2016/0427/c1004-28307519.html(검색일: 2017. 8. 25); 中国政府
网(2017. 7. 8),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5211996.htm(검색일: 2017.
8. 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285

② 인도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인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방지원하는 역할에 집중
- 특히 민간 IT 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 협력하여 CoE-IoT이라는 사물인터넷 혁신
센터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
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
- 또한 민간 주도로 육성한 스타트업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적용시킬 수 있는 장으로, 인도정
부가 ‘스마트시티’라는 일종의 ‘리빙(living)ㆍ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함.
- 아울러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12억 명 지문 및 홍채 인식 디지털 개인 인증 플랫폼인 아드하
르(Addahar)를 개발, 운영하고 있음.

그림 2. 인도의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자료: 저자 작성.

③ 싱가포르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ㆍ혁신ㆍ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등 스마트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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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한계점을 고려해 국가 전체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생활실험
실(living lab)이자 시험장(testbed)으로 활용하고 교통, 주거 및 환경, 보건, 비즈니스 생산성,
정부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선적용하는 전략을 활용함.
- 또한 센서 구축, 연결성 확대, 데이터 공유(수집 및 공개) 및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자원(New Oil)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정부가 앞장서서 수집하고 공유
하는 특징을 보임.

표 2. Smart Nation Initiative의 핵심 동력과 주요 구성요소
3대 핵심 동력

주요 구성요소와 핵심 프로젝트

스마트 솔루션 촉진
(facilitating smart solutions)

- 스마트 홈: Smart HDB Town Framework
- 자율주행자동차: Committee on Autonomous Road Transport for Singapore (CARTS)
- 로봇기술을 활용한 의료솔루션: Centre for Healthcare Assistive & Robotics
Technology(CHART)

실험문화 육성 및 지속적인 혁신 추진
(nurturing a culture of experimentation and
sustaining innovation)

데이터 공개 및 연결: Smart Nation Sensor Platform(SNSP)
R&D 투자 확대: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0(RIE2020)
생활연구소(Living Laboratory) 구축: Jurong Lake District 포함 14개 Testbed 운영
산업 및 창업(start-up) 생태계 구축: 창업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s), 벤처캐피털, 새로운
Jurong Innovation District(JID) 운영 확대
-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컴퓨터 활용역량 구축
(building computational capabilities)

-

어린이 기술교육: IMDA Playmaker Programme
학생에 대한 코딩과 컴퓨팅 사고교육: Code@SG
2016년부터 최소 19개 학교에서 ‘O’레벨 이상의 프로그래밍 교육 제공
기술습득 및 평생학습 확대: SkillsFuture, General Assembly 개선
전문가 초청 및 솔루션 지원: Smart Nation Fellowship Programme

자료: Smart Nation Singapore(2017), “Enablers”(검색일: 2017. 8. 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3)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① 중국
중국은 첨단제조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미국 등 선진국과 더불어 과학기술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이스라엘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스마트제조분야의 협력프로젝트 사례(독일, 미국):
∘ △중국 바오강스틸과 독일 지멘스의 ‘인더스트리 4.0’ 협력프로젝트 △독일 보쉬그룹과 지난 기계장비
그룹(济南二机床集团)1)의 스마트 제조 협력 프로젝트 △쓰촨 창홍(四川长虹) 및 통지(同济)대학과 독
일 지멘스ㆍ피닉스컨택트(Peoenix Contact) 및 델파이(Delphi), 루프트한자 테크닉(Lufthansa

1) 지난 기계장비 그룹은 1937년 설립된 국유기업으로 디지털 압연기와 디지털 금속 절삭기를 주로 생산함. 200여 개의 생산라인과
1,000대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 우주, 선박, 에너지 분야에서 널리 사용 중임. 「【中德智能制造示范项目之二】博世
济南二机床智能生产排程系统」(2016. 9. 22), 『中德智能制造联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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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k) 간 개인맞춤형 가전 제조 스마트공장 건설프로젝트 △중국ㆍ미국 스마트 제조기술센터 및
서비스 플랫폼 혁신 협력

- 자본투자 중심의 전방위 협력사례(이스라엘):
∘ △산업단지 조성 △기금 조성 △전략투자 및 중국시장 확대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M&A △재무적
투자 △공동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한 초기기술 확보 △공동 혁신센터 및 연구소 설립 등 7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② 인도
인도는 주요 국가 및 다국적기업들과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및 혁신허브 개발,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네트워킹 전문기업인 시스코는 사물인터넷 혁신허브기능을 하는 △구자라트 GIFT 시티 △자이
푸르 ‘Lighthouse City’ 프로젝트 △텔랑가나 ‘Digital Zone’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
에 있음.
- 또한 인도정부는 미국의 Georgia Tech Advanced Research, 일본의 IoT Acceleration
Consortium, 그리고 중국정부와 사물인터넷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채널을 구축하
는 데 집중하고 있음.
- 이밖에 △릴라이언스ㆍ시스코 IoT 합작 스타트업 설립 △보쉬의 ‘NDA(Discover, Nurture
and Align) Accelerator’ 프로그램 도입 △인텔의 인공지능 교육훈련프로그램 도입 및 스타트
업 인수 △시스코의 ‘LaunchPad’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등 다국적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육
성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③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 개발, 핀테크허브 구축, 인재양성분야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하
고 있음.

- 싱가포르는 Smart Nation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싱가포르를 가상세계에 구축하는 ‘가상의 싱
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s)과
파트너십을 구축함.
- 또한 핀테크 육성을 위해 영국과 FinTech Bridge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영국의 선진 기술
력과 지식을 전수받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 이밖에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해 독일기업들과 POLY-GOES-UAS라는 프로
그램을 개발, 싱가포르 청년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독일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실무경험은
물론 학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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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관련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혁신 R&D 및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주력

-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혁신 클러스터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며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과 같이 이미 국제화된 혁신 클러스
터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을
글로벌 R&D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계획 RIE 2020을 수립했고, 이를 위해 2016~20년
에만 약 138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내 혁신 R&D 거점, 혁신 클러스터의 글
로벌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 R&D 거점 확보를 강화

- 2003년 1월~2012년 8월 전 세계 R&D 투자건수의 18%인 1,275건과 14.9%인 1,045건이 각
각 인도와 중국에 투자된 상황, 이는 선진국들이 중국, 인도에서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ㆍ
탐색하고, 획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특히 인도 방갈로르에는 1,200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가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가 투자
한 것은 대기업 몇 개사에 불과함.

- 싱가포르는 글로벌 혁신 R&D 거점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장기
예산과 함께 해외 연구기관 및 혁신 창업기업 유치 계획을 적극 추진 중임.
-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의 해외 R&D 거점 확보는 시장 및 기술을 탐색ㆍ개발ㆍ 획득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음.
혁신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국제화에 주력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즉 창업 특히 신기술ㆍ신산업을 기반
으로 한 혁신창업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함.
-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혁신창업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물론 세계
로부터 혁신창업기업을 국내로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에 비해 혁신창업 생태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부고객과의 글로벌 연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혁신창업기업들은 더 크고 성장성이 높은 중국, 인도 시장으로 적극 진출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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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 인도 등의 혁신창업기업들도 우리나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중국, 인도 등 해외 유망 스타업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지원 생태계 및 글로벌 창업허브 환경을 보다 개선해야 함.

그림 3. 아시아 3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자료: 저자 작성.

2)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

- 이를 위해 신기술ㆍ신산업 원천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해야 함.
∘ 2016년 12월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미래산업의 메가트렌드, 경쟁력 및 강점, 투자계획 등을 바탕으
로 선정한 12대 신산업이 중국의 제조 2025 10대 전략업종과 거의 중복됨.
∘ 우리 정부는 중국 등의 기술개발동향 및 추격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책 및 대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간에 적극 홍보하여 민간이 스스로 판단하되 그 비용과 위험을 줄여주도록 노력
해야 함.
∘ 미세먼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 등 양국이 공동 R&D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현안문제
해결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중국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전자상거래시장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중국 디지털 소비자를 겨냥한 중국 진출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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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대비하여 FTA 후속협상 및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 제조, 로봇 관련 분야의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2020년까지 5G 상용화에 약 1,800억 달러(약 200조 원), 스마트공장에 3조 위안(약 504조
원) 등을 투자할 예정, 우리 정부는 관련 제품 및 부품, 소재 등의 중국 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지원해
야 함.
∘ 또한 양국간 분야별 스마트공장 협력위원회 등을 구축하여 스마트 공장을 통한 양국간 새로운 가치사
슬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임.
∘ 중국의 거대시장을 겨냥한 국내 혁신창업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물론 중국의 혁신창업 기업들의 국내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양국 혁신창업기업간 합작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창업 지원시스템 및 모험자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R&D 협력 및 R&D 센터 설립, 중국 내 혁신 및 기술 창업 전개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 및 투자, 기술 및 R&D 등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임.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

-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의 부족한 SW 융합 신기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중소ㆍ벤처 기업들이 인도의 우수
IT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ㆍ인도 CEPA의 독립전문가 상호 이동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의 장학 및 유치 프로그램 등을 인도 우수인력에 대해 적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와 함께 인도 현지 R&D 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제반
대책도 강화해야 함.

-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개인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테이터 및 관련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인도정부는 아드하르를 디지털 데이터 축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외국인 기업들에 적극
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아드하르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인도
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양국 정부는 디지털 데이터, 특히 아드하르 정보 및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부간 협정 등을
선제적으로 체결하여 양국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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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해야 함.
∘ 인도의 5G망의 보급ㆍ확산 등에 참여해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5G 관련 기술,
제품, 부품 등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고 나아가 표준화 경쟁에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
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의 풍부한 신도시 개발경험과 앞선 스마트시티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살려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부문이나 과잉 생산능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제조부문을
인도로 적극 이전하는 동시에 인도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GVC)를 인도와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ㆍ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ㆍ인도
혁신창업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 강화

- 2025년 세계 최초 및 최고의 스마트 국가 건설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싱가포르의 제도 및 정책, 시스템을 적극 연구하고 활용해야 함.
∘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Initiative,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프로그램 등은 우리 정부나 서울과 같은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문임.
∘ 또한 싱가포르가 중점을 두고 있는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은 우리나라의
12대 미래 신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아 이 분야에 대한 공동 R&D는 물론 양국 민간기업간
R&D, 혁신창업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정부는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또한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사업
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재단(NRF) 첨단 제조, 보건 및 바이오 메티컬,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 스마트시티 솔루션
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A*STAR의 해외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프로그램, 우수 과학기술인재 유치 프로그램, POLYGOES-UAS 등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물론 혁신창업기업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싱가포르는 테스트베드 사업에서도 자국 민간기업 및 스타트업은 물론 다국적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
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 이에 우리나라는 수요가 많은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창업기업들의 양국간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 최대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 이를 운영하고 있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해 우
리나라 스타트업의 국제화를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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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혁신창업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이러한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싱가포르와 국내는 물론 나아
가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핀테크 및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로 진출한다면 단기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 4. 아시아 3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분석에 따른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

자료: 저자 작성.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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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동안 지속됐던 경기침체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성장
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고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1)

- 이러한 고성장기조에 따라 2016년 인도는 명목 GDP 기준 이탈리아를 앞서며 G6 국가로 자리
매김함.
- 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과 중국에 이어 글로벌 3대 경제대국임.
- 인도의 고성장세는 경기순환 차원의 일시적 현상이 아닌 ‘모디노믹스(Modinomics)’로 상징되
는 모디정부의 친시장ㆍ고성장 경제개발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과정임.
특히 ‘Make in India’로 잘 알려진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인도가 중국에 버금가는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전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음.

- 2017년 7월 1일부로 인도의 3대 개혁 법안(노동법, 토지수용법, GST 법) 중 하나인 GST
(Goods and Service Tax, 상품서비스세)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
격화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방안에 대
한 심층적이고 연속성 있는 연구가 필요
- 최근 중국의 생산기지로서의 가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라
대안 중 하나인 인도 제조업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세하고
정교한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해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 및 137개 세분류로 구분하여 세부 업종
별 구조와 특성을 연구함.

- 우선 세부 업종별 분석에 앞서 인도 제조업의 현황, 제도, 정책을 조사 및 정리함.
- 인도 제조업 세부 업종별 특성을 시장지배력, 성과, 연구개발, 글로벌화, 생산성으로 구분하고
산업집중도, 허핀달ㆍ허쉬만지수, 러너지수,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 수출, 수
입, 노동생산성을 산출함.
-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확률적 프런티어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이에
1) 2017년 인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는 인도정부의 경제개혁조치로 인한 일시적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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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요인을 세부 업종과 기업특성별로 비교분석
- 또한 인도 제조기업을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 한국기업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함.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인도 협력과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 기업에 대인도 진출 유망산업을 선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인도가 현지 진출을 통한 생산이 유리한지 아니면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진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를 희망

-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한ㆍ인도 제조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 및 유망분야
발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인도 제조업 현황 및 환경
인도 제조업의 전체 산업대비 비중, 노동생산성은 주요 신흥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인도 제조업은 GDP 대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인구규모인 중국 및 인
도네시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았으나 농업부문의 비중에서 인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았음.

- 인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도 주요 신흥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더욱이 인도 제조업은 노동풍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기술 고숙련노동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시스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고착화되
었기 때문으로 분석

그러나 전체 수출대비 제조업 상품 비중이 70%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90% 이상)을 제외하면 주요 신흥
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RCA 기준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수가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임.
최근 FDI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해외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는 인도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및 수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도정부의 유인책도 다방면으로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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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Make in India’를 필두로 한 제조업 관련 정책과 이를 위한 FDI 유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인도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 성장의 본질적인 걸림돌인 인프라 병목현상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 중임.
-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州) 정부 차원의 각종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음.

2)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분석
첫째,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전체 제조업의 상위 10대, 50대, 100대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에 따르면 2009년
에 비해 상위 10대 일반집중도는 하락했으나 50대와 100대의 일반집중도는 증가했는데, 이는
소수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감소했음을 의미함.
- 높은 수준의 러너지수를 기록한 세부 업종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 또한 세부 산업에서 소수기
업의 시장지배력이 낮아진 것을 보여줌.
- 한편 세부 업종별 산업집중도와 HHI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초기 투자비용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산업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 특히 분석기간 ‘담배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의 집중도가 대폭 상승함.

둘째,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고 있음.

- 분석기간인 2009~15년 기간 세부 업종별 매출액, 총자산, 매출액 성장률이 상승세를 보임.
- 매출액과 총자산의 규모는 석유정제와 1차 철강 제조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이 크게 나타났으며,
성장속도는 ‘담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이
높은 수준을 보임.
셋째, 인도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세를 보임.

- 세부 업종 중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왜
인도가 제약산업 강국인지를 보여줌.
-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장치 제조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였는데, 왜
인도가 개도국임에도 인공위성 보유국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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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글로벌화 추세를 따르고 있음.

- 그러나 세분류(4단위)별 2009년과 2015년의 개방도 상위 20개 품목 중 개방도가 하락한 업종
이 9개, 상승한 업종이 3개였는데 이러한 개방도의 감소세는 직간접적으로 ‘Make in India’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 및 변수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업종 중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산업은 ‘담배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임.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본 결과, 인도 제조업 전망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3)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한국기업 특성 비교
한국기업, 인도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함.

- 인도기업은 모든 특성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큼.
∘ 이는 인도기업의 경우 기업간 차이가 한국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
로 제조업분야에서 90% 이상을 인도 국내기업이 차지하므로 당연한 결과임.

- 해외기업의 러너지수와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음.
∘ 해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기업의 매출과 총자산이 높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 비중 및 개방도가 높게
나타남.
∘ 인도 제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임을 알 수 있음.
∘ GVC를 통해 인도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함.

4)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CMIE가 제공하는 2009~15년 Prowess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도 제조업의 생산함수를 추정한 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규모효과에 따른 변화로 분해해, 이를 산업 중분류
(Division)에 따른 업종별, 소유구조에 따른 기업특성별로 비교분석함.

- 또한 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의 기업간 차이를 산업 세분류(Class) 수준에서 산업 내 격차와
산업간 격차로 구분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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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2009~15년) 인도 제조업 전체에서 총요소생산성은 1% 가량 증가하는데, 주로 기술적 효율성
과 기술진보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분석됨.

- 기술진보는 저렴한 노동력의 사용을 확대하는 반면 자본투입을 줄이는 역할을 함.
- 한편 기업들이 주어진 기술수준에서 최적의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술적 비효율성은 전체적으로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다시 소폭 악화되고 있음.
-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는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임.
업종별로는 상당수의 업종에서 생산성 증가요인으로서 기술진보의 주도적 역할이 관측됨.

- 한편 매출액 기준 산업규모가 큰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각됨
에 따라 전체 제조업 수준의 생산성 추이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됨.
기업특성별 분석결과에서도 기술진보의 주도적 역할이 나타남.

- 민간기업, 특히 외국기업에서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향상의 주원천인 것과는 달리 국내기업 중
공기업의 생산성은 기술적 효율성이 큰 영향을 미침.
- 한편 외국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다수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로 인해 총요소생산성
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의 기업간 격차는 주로 산업 내 격차에 의해 설명됨.

- 이러한 가운데 기술진보의 경우 산업간 격차의 비중이 다른 요인에서보다 훨씬 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업특성별로 보면 다른 국내기업이나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외국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산업간 격차에 의한 기업간 생산성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1) 세부 업종별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① 세부 업종별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진출업종의 시장지배력을 고려

- 1990년 초를 기점으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개혁개방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상당수 세부 업종에서는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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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개혁개방을 단행한 첫 10년간 제조업의 각 산업별 시장지배력은 낮아졌으나 200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기존 기업들이 인도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
진 틈을 이용해 진입저지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독점적 지배력이 높은 산업에서 해외기업들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도
정부 차원의 보이지 않는 국내기업 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개연성도 있어, 우리 기업의 대인
도 신규 제조업 업종 진출 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Make in India’ 정책은 보이지 않는 국내기업 보호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세부 산업별 정책 검토

- 인도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주정부의 세부 산업별 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영향을 줄 여지도 충분하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 또한 선행되어야 함.
글로벌 경쟁력 보유품목 검토

- 인도 제조업은 주요 신흥국(한국 포함)과 비교해볼 때 HS 2단위 기준 비교우위를 갖춘 품목이
31개로 중국의 40개 다음이며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경쟁품목을 보유하고 있음.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31개 품목 중 주요 경쟁국에 비해 압도적인 품목은 HS 29(유기화합물), 30
(의료용품), 32(염료ㆍ안료, 페인트ㆍ잉크), 52(면ㆍ면사ㆍ면직물), 53(마류의 사와 직물), 57(양탄자),
58(특수직물), 63(기타 섬유제품, 넝마), 71(귀석ㆍ반귀석, 귀금속)의 9개 품목으로 이 품목 중 30,
32, 52, 53, 57, 63은 중국과 한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의 수익성 관리

- 인도 제조업의 성과 및 성장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변동성 또한 높아 세심
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함.
진출업종에 속한 주요 공기업과의 경쟁 및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개발

- 인도 제조업의 소유구조별 업종을 비교해보면 외국기업의 주요 업종이 공기업의 업종과 상당
부분 겹침.
- 이러한 가운데 외국기업이 기술적 효율성 악화로 고전하는 데 반해 공기업은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을 보이고 있음.
∘ 기술적 효율성이 기업활동 및 시장메커니즘과 관련한 제도와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인도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특히 공기업과의 경쟁이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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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ㆍ인도 협력을 위한 우리 중소기업 유망업종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우리 중소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 유망 업종은 [표 1]과 같음.

표 1.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 유망업종

선정기준

-

선정 세부업종
(중분류 2단위)

▶
▶
▶
▶

높은
낮은
적은
높은
높은
높은

글로벌 경쟁력(현시비교우위지수 1 이상)
수준의 시장지배력(CR3 30% 이하, HHI 500 이하)
규모의 매출과 총자산
영업이익률(4% 이상)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20% 이상), 수입 비중(20% 이상), 개방도(40% 이상)
수준의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주: 이는 주관적인 선정기준일 수 있으나 경쟁력 관련 세부 업종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임.

한편 이외에도 기술력을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 업종 내 틈새시장(Niche Market) 진출이 유망함.

- 인도는 산업 자체가 낙후된 세부 업종이 많고 인도 국내기업과 한국기업의 기술격차가 큼.
- 업종 내 저가 및 초저가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인도제품에 밀릴 수 있지만 인도에서 생산되
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성공가능성이 높음.
∘ 예컨대 통신케이블에서 인도는 220KV까지의 제품은 만들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제품은 생산기술이
없으므로, 한국기업이 220~500KV까지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을 것2)

③ 한ㆍ인도 제조업 분야 전략적 협력업종
본 연구결과와 한국과 인도의 제조업 상황을 고려해 3개의 대인도 협력 전략산업(제약산업, 선박제조업,
우주선 및 관련 장치 제조업)을 선정함.
제약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 인도의 선진국 수준의 제조기반을 융합할 수 있는 기업간 협력이
요구됨.

- 제약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으며 수익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시비교우
위지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약산업은 인도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제약산업의 매출
액대비 수출 비중도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2) 인도 현지 출장(2017. 7. 25)을 통해 습득한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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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중심에서 최근 한국형 신약을 개발하면서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기준 제조시설 기반이 부족하고, 인도는 선진국
기준 제조공장이 많으나, 신약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제약분야에서 양국
간 상생의 협력이 요구됨.
선박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의 전략적 대인도 협력이 필요함.

- 인도정부는 이미 2015년 한ㆍ인도 정상회담에서 LNG 운반선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가 있음.
∘ 당시의 안을 살펴보면 인도가 LNG 운반선을 발주하는 대신 일부를 인도에서 생산해줄 것을 요청했으
나, 우리 기업 및 정부는 기술유출문제로 현지에서의 건조에 난색을 표명했음.
∘ 이후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의 여파를 생각하면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조선분야에서의 전략적인 대인도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해 인도 선박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우리의 항공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인도 협력
강화를 제언함.

- 인도의 우주과학기술은 표준화가 잘 돼 있고 우수한 인력과 저렴한 운영비용으로 경제성과 안정
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본 연구의 결과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
- 우리 정부는 항공우주 R&D 센터 설립 등 인도의 우수한 인력,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협력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한ㆍ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우주과학과 그 응용분야, 위성 발사’에 대한 기술협력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초기 단계로 우리의 항공우주연구윈(KARI)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간
의 정례적 실무회의 개최를 합의했음.

2) 한ㆍ인도 제조업 협력 관련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중소기업, 특히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인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분야 진출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인도에 성공적으로 안착
한 우리 기업은 다국적기업으로 이들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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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부 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 세부 업종별 지원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세부 업종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② 부처간 혼선을 피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일원화
∘ 중소기업의 지원 제도 및 체계가 복잡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③ 우리 중소기업의 초기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센터 확장
∘ 현재 코트라의 인큐베이터센터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업인들의 견해이지만 규모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④ 한국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현재 조성된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상대적으로 인도 주요 시장과는 거리가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영업에 제약이 있음.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 및 기업에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인도 제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부각시
킬 필요가 있음.

-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출과 수입 비중 및 개방도가 높은 것은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글로벌 가치사슬 편승으로 인도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함.
∘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 내 중간재 수출로 한국 모기업 또는 관련 업체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줌.

-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이 증가하면 인도 제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형
분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또한 한국기업의 높은 생산성은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기술파급효과로 이어져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도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이는 아직까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인도 국내기업에 매우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의 대안이므로, 인도 정부 및 기업 모두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 인도정부에 이러한 점을 부각시킨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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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도 협력의 가속화가 요구됨.

- 인도정부가 해외기업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모디정부 1기 내에 인도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현재 인도경제의 성장속도와 중국과 일본기업의 인도 진출 추이를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인도정부의 해외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 수 있음.

- 재집권이 유력시되는 모디 총리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9년 상반기 전까지 우리 제조기업의
명확한 지원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미국, 중국, EU와 더불어 글로벌 4대 시장으로 약진
할 인도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입지는 좁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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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목적에 따라 변화해왔음.

- 초기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투입물(input)과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
가하거나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으로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엄밀히 평가할 수 없다는 반성의 목소리
가 높아지면서,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은 성과기반관리(RBM: Results- based Management)를
도입하여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시작함.
최근에는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평가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험적 방법에 기반
을 둔 영향력평가(Impact Evaluation)가 부상하고 있음,

-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
(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
- 기존의 개발사업 평가는 사업의 전후 비교(before-after analysis) 또는 사업의 수혜자와 비수
혜자 비교(with-without analysis)가 많았는데, 이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
는 데 한계
- 영향력평가는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
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함.
국제사회에 개발효과성 제고 노력이 강조되고, 개발경제학자들이 실험적 방법 등 엄밀한 평가방법론을
구축하면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은 영향력평가조직을 신설하고, 영향력평가를 위한 자금도 크게 늘
리고 있는 추세임.
한국에서도 최근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영향력평가가
시행되는 사업은 극소수이고 관련 정책도 부재함.

- 국내외에서 한국이 제공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국제사회의 증거기반
정책수립 동향에 동참하자는 요구 증가
- 현재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사후평가와 종료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통합평
가체계의 특성상 사업시행 전에 평가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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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한국의 사업평가 시스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영향력평가 방법
론 및 제도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가 어려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성과평가체제와 영향력평가 도입 동향, 영향력평가
사례를 비교ㆍ분석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영향력평가 도입 시 주요 쟁점인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및 평가방법론 설계, 결과 환류 등
에 대하여 분석
-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실험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향력평
가를 적용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에서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마련
기존 연구들은 영향력평가의 방법론과 사례를 주로 살펴보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성과평
가체제 비교ㆍ분석과 영향력평가의 주요 쟁점 분석, 실제 영향력평가를 적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
라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별화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①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방법은 시대와 개발협력사업의 방식, 평가 목적 등에 따라 변화해 왔음.

- 개발협력사업 평가는 전후평가, 질적평가, 거시경제적 효과 평가에 집중되었으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실제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어 개발사업의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파리선언 및 부산 파트너십 등을 계기로 개발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자 사업이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미시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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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시기

주요 원조동향

주요 평가방법론

1960년대

인프라 및 농업 프로젝트

비용효과성 분석(Cost benefit Analysis), 사후평가

1970년대

교육, 보건 등 사회분야 지원 증가

정성적 평가

1980년대

거시경제학 분석 모델에 기초하여 구조조정계획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추진

거시경제학 분석모델

1990년대

‘원조피로’현상 이후 원조효과성 및 굿 거버넌스 강조

계량경제학(회귀분석)에 기초한 정량적 평가

2000년대

사업의 미시적 효과에 대한 중시

실험적 방법론 부상

2015년 이후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 중시

Mixed Method(정성적 방법론과 정량적 방법론 혼용)

자료: Morra Imas and Rist(2009), Pamies-Sumner(2015)에서 재인용.

② ODA 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영향력평가는 모니터링, 과정평가, 사후평가와 같은 개발사업의 다른 평가들을 상호 보완하고 사업과 영향
력 사이의 인과관계에 주목

- 기존의 사업평가(모니터링, 과정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등)는 OECD DAC 평가 가이드라인
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 5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투입
(input)-활동(activity)-산출(output)-성과(outcom)-파급효과(impact)’에 이르는 성과 프레임
워크에 따라 사업을 평가함.
- 이러한 사업 평가방식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와 사업이 타당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사업 수혜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이 같은 변화가 사업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영향력평가는 기존 평가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업의 효과로 측정된 요소 중 사업에 기인
(Attributed)한 것을 식별하고,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밝혀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은 영향력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영향력평가와 모니터링, 과정평가, 종
료평가 등 다양한 사업평가 방식들이 함께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

③ 한국의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개발협력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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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ODA 관련 법률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3조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평
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KOICA, EDCF를 포함한 모든 ODA 사업 시행기관은 매년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외교부는 무상원조 통합조정기관으로서 KOICA를 포함하여 무상원조를 실시하는 모든 부처,
산하기관, 청/처/위원회, 지자체의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조정한 후, 다시 평가소위
원회에 이를 전달
-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총괄기관으로서 EDCF의 평가계획 및 결과를 취합, 다시 평가소위원회
에 전달

그림 1. 한국의 ODA평가체제

자료: OECD(2016), “Evaluation Systems in Development cooperation: 2016 Review,” p. 15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최근 KOICA 등 일부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와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시범적 영향력평가
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영향력평가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임.

- 아직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영향력평가에 대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실시한 영향력평가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설계를 하여 영향력평가를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임.
- 현재까지 KOICA는 보건(모자보건, 식수위생) 및 농촌개발 분야의 7개 사업을 대상으로 8건의
영향력평가를 추진하였고, EDCF도 모잠비크 태양광발전소 건립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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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비수행지역에 대한 중장기 영향력을 비교하는 준실험적 방법론을 적용, 시범적인 영향력평
가를 시작하였음.

3)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평가체계
제3장에서는 기존 문헌의 영향력평가군 구분에 따라 대규모 영향력평가 수행기관과 중간수준의 영향력평
가 수행기관을 사례연구 대상기관으로 설정하고,1) 각 기관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수행체제, 사례를 분
석함.

- 선정된 공여국 및 국제기구는 세계은행그룹,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일본 등 총 4개 공여국 및
국제기구이고, 미국의 경우 새천년개발공사(MCC)와 미국국제개발부(USAID), 일본의 경우 국
제협력기구(JICA)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기관별 정책 및 평가수행체제 비교표는 [표 2]에 제시함.

표 2. 기관별 영향력평가 수행체제
기관명

정책

평가 수행체제

영향력평가 사례

구분

- IEG: 그룹 전체의 전반적인 평가담당,
독립평가그룹
- 탄자니아 비누로
-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 레버리지 효과 - 개발효과성위원회: 감독
손씻기 캠페인 및 대규모 영향력평가
세계 은행 그룹 확대를 위한 영향력평가 실시
- DECIE: 개발경제부서 연구그룹,
위생접근성
수행기관
- 학습조직으로서의 전략적 목표 수립
개발영향평가 담당
개선프로그램
- IFC 성과측정부(Result
Management Unit)
- 영향력평가 위원회: 감독·관리
아시아 개발은행 - 영향력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 ERD(경제지역연구부): 영향력평가
(ADB)
실시
수행 기술지원
- IED(독립평가부): 영향력평가 수행
- MCC M&E 정책 발표(2017)
- 기대되는 학습효과가 있고, 비용이
MCC
확보되었을 때, 시범사업에 대해
영향력평가 수행
미국

- USAID Evaluation Policy
발표(2011)
USAID - 평가지침 ADS 201.3. 5.13.
-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력평가수행

일본(JICA)

- 정책평가부: 평가 전반 관장
- 사업팀이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영향력평가 발주

- 몽골 푸드스탬프 및
메디카드 프로그램

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 인도네시아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보건
및 영양지원
프로젝트

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 OLER(학습평가연구부): 평가 담당,
평가방법론 제공 및 기술지원 역할 수행 - 적정수준의 교육
- 글로벌개발연구실: 평가영향력검토팀:
프로그램
개발혁신벤처(DIV) 자금 지원

- 10억 엔 이상 사업은 외부 사후평가 - 외무성 평가부: 분야별/국별 정책 및
실시
전략평가
- 필리핀 보홀
- 영향력평가는 평가팀, 사업팀, JICA - JICA 평가부: 프로젝트 평가 및
관개사업
연구원 등에서 실시
영향력평가 수행

1) 영향력평가 대상기관은 세계은행그룹,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MCC, 미국 USAID, 일본 JICA 총 5개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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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① 세계은행그룹
[정책 및 수행체제] 세계은행은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영향력평가 결과를
조직 내 환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함.

- 개발연구그룹에 속한 DIME팀은 전략적영향력평가기금(SIEF)을 운용하고, 개발영향력평가(i2i)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분야별 사업팀의 영향력평가 기술 지원 및 조직 내 학습·환류를 도움.
- 영향력평가 타당성검토를 통해 분야별 사업팀이 제안한 영향력평가 과제 중 평가방법론이 명확
히 수립되고, 영향력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함.
[사례] RCT 방법론을 채택한 탄자니아 위생 접근성 개선 및 손 씻기 사업의 경우, 캠페인과 마케팅 프로
그램의 선택적 지원성과를 비교·평가하여 파일럿 사업 확장 시 기대되는 영향력을 측정함.

- 이와 같은 영향력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근거로 고려됨.

② 아시아개발은행
[정책 및 수행체제] 아시아개발은행은 2007년부터 체계적인 영향력평가 방법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
며, 2010년 기술지원 사업의 형태로 영향력평가를 크게 확대

- 영향력평가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 내 경제연구부(ERD)가 담당함.
- 평가대상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때 선정됨.
- 아시아개발은행의 영향력평가위원회는 기술지원 사업하에서 수행된 영향력평가의 품질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사례] 불연속회귀분석(RDD)을 채택한 몽골 식품구매권 지급 및 메디카드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식량불안
정 취약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메디카드 프로그램은 보건, 교육 및 고용 관련 지원효과가 미미하
였음.

③ 미국
[정책 및 수행체제] 미국의 USAID와 MCC는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평가지침 보유

- 평가담당부서는 사업부에서 제안한 영향력평가 사업에 대해 기술지원이나 자문활동을 하며, 실
제 평가는 외부 컨설턴트가 수행
- 영향력평가 결과 및 방법론에 대한 조직 내 역량강화와 지식공유가 영향력평가 실시의 주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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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국의 개발원조 사업은 현지 개도국에서 민간기업이나 NGO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
도의 NGO인 Pratham이 수행한 적정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역시 USAID의 지원과 영향력평가 대상사업
이었음.

- 이 사업은 장기간의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교재와 강사의 학습보조 형식을 다변화하면
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찾아왔음.
- 영향력평가 결과가 후속사업에 환류되면서 사업의 형식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교육 분야 개발원조사업으로 꼽힘.

④ 일본
[정책 및 수행체제] 일본 JICA는 영향력평가연구회를 조직하여 평가결과의 환류와 활용도를 높여오고 있음.

- JICA의 자체 평가지침에 따르면 사업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증거확보, 정량적 효과성 평가의 필
요성, 수원국 이해관계자와의 연락가능성, 대조군의 구축 등 제반환경이 확보된 경우 영향력평
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사업 담당자의 역량 및 의지에 의해 산발적으로 영향력평가
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조직 내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인식도 확산되고 있어 추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례] JICA 필리핀 보홀 관개사업 영향력평가는 수혜지역과 유사지역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감
법(DinD)을 활용한 평가임.

- 평가결과 관개사업은 수혜자의 경제활동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용자연합의 유무와 지역사회 집단관리활동 등 주민 참여율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4)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① 평가성(Evaluablity) 사정
영향력평가는 대개 상당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수는 없는바, 평가대상 사업이 얼마나 평가성(evaluability)이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살펴볼 필요
영향력평가에서는 특히 원조기관의 지원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원
이 측정한 변화의 원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causal attribution) 파악이 핵심인바 현실성, 타당성, 유용
성에 대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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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인지 여부는 사업논리가 적절하고 합당한지를 검토하며 파악해
야 함.
- 타당성은 측정이 필요하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측정 가능한지, 제대로 된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가 접근 가능한지, 충분한 예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또한 의도하는 용도와 활용 주체가 명확하고, 평가를 통해 유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때
영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함.
영향력평가 이행을 위해 평가시점 및 예산, 조정 메커니즘, 평가윤리, 위험관리 등을 고려해야 함.

② 평가방법 설계
평가성 사정을 통해 평가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평가방법을 설계해야 하는데, 예산 및 시간 제약, 평가
대상사업, 평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설계함,
전 세계적으로 널리 수행되고 있는 영향력평가 방법은 무작위통제실험법을 중심으로 하는 실험적 방법과
계량기법을 기초로 하는 준실험적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개발경제학자들은 이 중에서 무작위통제실험법이 가장 이상적인(gold standard) Counterfactuals를 구
축할 수 있다고 평가

- 무작위통제실험법은 개인이 아닌 무작위로 선택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결과값을 비교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하고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계산
- 편의가 최소화된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무작위통제실험은 시간 및 예산적 제약이 크고, 원조사
업에 대해 실시할 경우 정치적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준실험적 방법론은 Counterfactuals를 무작위 실험이 아닌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구성하는 방
법으로, 보통 윤리 및 정치적인 이유로 무작위실험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업 초기에 평가 설계를 하지
못하여 기초선 조사 데이터가 부재한 경우, 인프라 건설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같은 분야의 영향력평가에
서 널리 쓰임.

- 준실험적 방법론은 무작위로 사업을 배정하여 대조군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계량기법을 사용하
여 최대한 대조군에 유사한 비교군(Comparison group)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측정 시 편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315

- 영향력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준실험적 방법론으로는 이중차이법( DID: Difference in
Difference),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불연속회귀분석(RD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등이 있는데 각 방법별로 특징이 다르므로 평가 상황 및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

표 3. 영향력평가 방법론의 대조군 및 주요 쟁점
구분

실험적방법론

준실험적
방법론

방법론

대조군

주요 쟁점

무작위로 사업의 비수혜자로 구분된 참가자

실험중 임의적인 실험군 및 대조군 변동, 프로그램 이탈자
양상의 차이, Hawthrone effect 등의 실험효과 등을
통제하기 위한 시간 및 비용이 큼.
윤리적 문제

이중차이
(Diff-in-Diff)

비수혜자 중 사업 전후 데이터가 있는 개인

사업이 없을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은 실험기간 동안
상태가 동일한 양상으로 변해야 함.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특징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편의 발생

성향점수매칭

각 수혜자와 나이, 성별, 직업 등 관찰 가능한 특성이 관찰되지 않은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택편의
비슷하여 사업에 참가할 가능성이 비슷한 비수혜자 발생

무작위통제실험

불연속 회귀(RDD) 사업 수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비수혜자

수혜 자격의 전후로 수혜군과 비수혜군이 정해지는데,
이둘의 특징이 통계적으로 같아야 함.
수혜자격의 조작이 발생할 경우 편의 발생.

자료: J-Pal(2013), Impact Evaluation Methods: What are they and what assumptions must hold for each to be valid?

③ 평가결과 환류
영향력평가가 시행된 이후의 단계에서는 평가로 얻은 결과를 어떻게 향후 사업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실제로 영향력평가를 통해 후속사업의 설계와 사업 확대 등에 도움을 준 사례가 다수 있음(예:
케냐 초등학교 구충제 배급 사업)
영향력평가의 결과 환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체계하에서 영향력평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성
과기반관리(RBM) 시스템과 결과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영향력평가 예산 확보, 평가계획 수립,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평가이행이 평가체제하에서 유기적
으로 운영되어, 영향력평가 결과가 향후 사업 및 평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또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수행자 및 사업 계획 수립자들에게 인센티브와 보상을 적절히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영향력평가 결과를 환류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사업수행자, 평가수행자, 수혜
자, 공여국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정책실패가 밝혀져도 평가수행자와 사업수행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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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단계에서 실험, 데이터 수집, 수혜자 인터뷰 같은 과
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사업수행자와 평가수행자들의 영향력평가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함.
- 이를 위해 영향력평가의 필요성, 기대효과, 방법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평가방법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함.

5)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본 장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 ODA 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 기법을 활용하
여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함.

① 연구배경 및 사업 개요
[연구배경] 베트남은 2011년 중저소득국에 진입하고,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안보건 인프라가 취약하며 2012년 기준 약 1,400만~3,600만 명이 굴절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에게 적절한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2,000명의 안과의사나 검안사 등 안보건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베트남에는 안보건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함.
- 특히 굴절 이상을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검안사를 양성하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한 곳에 불과
하여 안보건 관련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사업 개요] 연세대학과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의 실명예방사업단인 프로젝트 봄(Project BOM: Project
Blindness Zero Movement)은 2013년부터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대상 안경 보급 및 안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안보건 증진 사업을 수행 중임.

- 본 사업은 베트남 타인호아(Than Hoa)성 22개 현의 총 141개 초등학교에서 4~5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진행됨.
- 본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추후 사업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팀과 평가팀은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무작위로 선정함.
∘ 각 현의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대상학교 수를 결정한 후, 각 현에서 무작위로 대상학교
1곳을 선택하고 선택된 학교와 인접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다시 무작위로 대상학교를 선택
하는 방식으로 인접한 학교를 제외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총 141개 대상학교 선택
∘ 선택된 141개 학교 중 각 현 내에서 비슷한 학생 수의 학교들을 쌍으로 묶은 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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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분류함. 이러한 방식으로 총 140개 학교 중 실험군 69개 학교와 대조군 72개 학교를 무작위로
결정
∘ 각 학교에서 무작위로 20-25명의 4학년 및 5학년 학생들을 추출하여 총 4,000명의 실험군 및 대조군
학생을 선정

- 실험군 학교의 굴절 이상 학생들에게는 학년 초에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고 대조군 학교의 굴절
이상 학생들에게는 학년 말에 안경을 무료로 제공함.

② 주요 쟁점 분석 및 절차
[평가성 사정] 본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사업의 성과에 대한 공여기관 및 수원국
의 관심이 큰 사업이고, 영향력평가 전문성과 예산 등이 확보되었으며, 평가계획이 사업계획 실행 단계에
서 수립되어 사업 시행 전의 기초선 조사와 무작위 실험이 가능한 여건이여서 영향력평가에 적합함.

- 또한 기초선 조사와 무작위실험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인데, 타인호아성
교육부와 학교관계자, 부모들이 모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 무작위실험이 가능한
상황임.
- 비교적 단기간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었지만, 사업의 수혜자에 대해 설문조사
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바, 무작위통제실험을 선택하고, 학교단위의
무작위통제 실험이 가능하여 학교 단위 집단 무작위통제연구방법(Cluster RCT: Cluster
Randomized Control Trial)을 활용
[평가방법 설계 및 시행] 평가팀은 시간 및 예산, 평가환경, 평가대상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교
단위 집단 무작위통제연구방법(Cluster RCT: Cluster Randomized Control Trial)을 활용함.

- 사업의 특성상, 개인단위의 무작위통제실험을 시행할 경우 유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이 우
려되어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학교단위 집단 무작위통제연구방
법을 시행함.
- 평가 디자인이 설계된 후에는, 사업 시행 전에 우선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
종료선 조사를 실시함.
다만 종료선 조사 과정에서 홍수와 학생 이동으로 일부 샘플이 유실되었고, 이에 따라 평가팀은
평가 대상을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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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석 결과
측정 결과 동 사업은 학생들의 언어 시험 점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행 (1)과 (2)에서 보여지듯이 수혜군 이상 시력군 학생들의 언어점수가 0.4 표준편차만큼 높게
나타나, 안보건 사업은 정상시력의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수혜군 이상 시력학생들의 언어시험점
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보여줌.
- 다만 수학점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학이 언어에 비해 단기적
으로 점수를 올리기 힘들기 때문이거나, 안보건 사업이 실질적인 실력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4. 안보건 사업의 ITT 추정결과: 이상시력 및 정상시력군 학생 대상
(1)

(2)

(3)

(4)

VARIABLES

Verbal

Verbal

Math

Math

Poor Vision (PV)

0.0865

0.0755

0.0919

0.0875

(0.0658)

(0.0645)

(0.0721)

(0.0723)

0.0354

0.0213

0.0176

0.0123

(0.103)

(0.102)

(0.0968)

(0.0965)

0.368***

0.375***

0.104

0.107

(0.104)

(0.103)

(0.107)

(0.107)

Treatment

PV*Treatment

Age

Gender

Test score in R0

-0.0415

-0.0229

(0.0747)

(0.0678)

0.361***

0.133***

(0.0458)

(0.0441)

0.0474***

0.0515***

(0.00537)

(0.00600)

Observations

1,946

,946

1,946

1,946

R-squared

0.031

0.456

0.006

0.379

주: Standard errors clustered withing schoo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The independent variable is standardized test score by subject
using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ntrol group’s test score. ‘Test score in R0’ means test score from Round 0.
자료: 저자 작성.

본 장을 통해 한국의 ODA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본 사업의 영향력평가가 시작될 수 있던 직접적인 계기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팀과 평가팀이
함께 사업의 평가방법을 기획할 수 있었던 점과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팀이 평가에 적극적으
로 협조하고 모니터링 및 과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임.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319

- 이는 추후 우리나라 ODA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때에도 사업팀과 평가팀이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또한 사업 및 평가 수행단계에서 발생한 위험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사
점이 도출됨.
- 영향력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여기관과 수원기관, 사업 수행기관,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영향력평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산도 필수적임.

3. 정책 제언
1)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①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
영향력평가가 도입되고 ODA 성과관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ODA 평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함.

- 평가기능 및 담당부서, 역할 및 업무범위, 평가 품질기준과 종류, 환류시스템, 승인과정, 평가역
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정책 문서에는 영향력평가를 평가종류에 포함하고 대상선정
과정과 사업주기와 연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함.
-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성과관리와 평가가 연계(integration)되기 위해서는 평가정책 문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는 주로 단년으로 수행되고 예산도 1년 단위로 편성되는바,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해
서는 평가수행 주기와 예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체계적인 영향력평가를 준비하고 시행, 분석, 연구를 위해서는 최소한 24개월, 혹은 많게는 5~6
년이 소요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임.
- 영향력평가와 같이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전략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성 검토, 평가방법 설계,
데이터 수집/클리닝 및 분석 등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다년제 예산이 적용 가능하
여야 함.
- 추가기간 및 예산투입을 통해 영향력평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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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우리나라 ODA 평가의 효과성 제고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확보, 인력 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개선노력은 원조시행기관 차원의 노력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무상 평가계획을
조정, 종합하는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평가소위의 역할이 중요한바,
이들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영향력평가를 위한 후보사업을 초기단계부터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평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원조시행기관 차원에서 평가부서와 사업실시부서의 상위기관
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외교부 개발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과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외교부 개발협력과) 간의 협력이 필요함.
- 특히 다년제 적용, 사업기획단계부터 기초선 조사 등 영향력 평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투입,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해서는 평가소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개발협
력 정책과 제도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그리고 예산권이 있는 기획재정
부 예산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영향력평가를 포함한 모든 ODA 평가에 대해 국회와 상위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책무성 목적뿐
아니라, 평가를 통해 도출된 교훈을 향후 사업과 정책개선을 위해 환류하고 활용하는 평가친화
적 문화가 조성되는 것도 급선무임.

② 시행기관 차원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관련 가이드라인 운영과 평가대상 사업심사 등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평가는 개별 시행기관이 담당하여 수행하는바, 영향력평가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행기관의 정책적 및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론과 같은 엄밀한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정책적으로 실험적 방법론 도입의 의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결정자 이외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혜자들에 대한 영향력평가 관련 교육과 인식제고
노력도 필수적
- 제도적으로 평가부서와 사업부서가 영향력평가의 기획, 실행, 환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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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향력평가 수행을 위한 타임라인

자료: https://usaidlearninglab.org/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impact_evaluation_timeline.pdf 참고하여 저자 작성.

평가계획 및 수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평가목적에 맞는 평가 디자인을 설계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
으로 운영할 필요

- 특히 실험적 방법론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지 사업담당자와 평가담당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평가계획 및 기간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평가 종료단계에서는,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 설계와 연계되어 증거기반 정책설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2) 결론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영향력평가의 시범적 도입을 추진하고 영향력평가를 위한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원조시행기관 차원에서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교육 및 보건, 농업 분야의 지역기반사업(Community based project) 등을 중심으
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용이
- 초기에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발굴하고
평가성을 검토, 사업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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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 중 비중이 높은 인프라 사업들에 대해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이 불
가능한바, 준실험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역량강화를 위
해 노력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함.

- 영향력평가가 용이한 교육/보건/농업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이나, 새로운 유형
으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
- 또한 제도적으로 사업부 및 지역사무소의 역량강화를 통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영향
력평가 대상사업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실용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함.
영향력평가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ODA 성과관리체계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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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신기후체제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2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협
정발효 조건(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상회하는 55개국 비준 후 30일)이 조기에 충족됨.
- 이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라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
는지를 반영하고 있음.
- 2017년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국제사회가 동요하
지 않고, 미국 내 주요 도시와 주정부, 기업들이 파리협정을 지지하고 있음.
파리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
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과 같은 배출 주체
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단임.
- 탄소가격제는 배출 주체에 생산활동의 변화를 통해 배출을 줄이도록 하거나 생산활동을 유지하
면서 초래되는 배출의 대가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적인 신호를 제공함.
-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배출감소라는 전체적인 목표를 유연하면서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온실가스 배출에 적절한 가격을 부여하여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외부불경제 요인을 내재화(internalize)하
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42개국 및 25개 지방정부 등에서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과 국가에서 가격을 부여하려는 탄소배출 규모는 전 세계 배출의 약 15%에
이르고 있음.
- 생산활동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불경제 요인이 고려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생산량 축소 같은
경제적 요인이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이 필요함.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 요인이 내재화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글로벌
차원의 저탄소 노력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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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탄소가격제 이외에 국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배출 비용을 분석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 분석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2013년 기준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은 중국, 미국, EU, 러시아, 인도, 일본 순으로 나타나며,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EU, 그리고 우리나라 인접국이자 향후 탄소배출 관련 협력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배출 현황 및 특징(1995~2013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1)

-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2013년 총 117억 3,500만 톤(CO2eq.))은 2000년 이후 경제성
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점차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동 기간 미국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연도별 총배출량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미세한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 EU의 경우 2006년까지 꾸준한 총배출량을 나타냈으나 이후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함.
-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 총배출량의 80%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에
너지원별로는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이 95% 이상임(2013년 기준).
[중국]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 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 환경보호세 등을 시행하고 있음.

- 2011년부터 베이징 등 총 7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함. 이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환경오염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2016년에 환경보호세법을 제
정하고, 2018년부터 시행하고자 함.
- 이 밖에도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직·간접적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
기 때문에 타 선진국들에 비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1)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수치는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CAIT 데이터베이스(http://cait.wri.org/)를
활용하였음(검색일: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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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3653) 등으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2017년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급진적인 변화를 맞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야심찬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을 재검토 또는 폐지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현 정권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부각되지 않을 전망임.
-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사례로 캘리포니아와 북동부 9개 주에서 시행
되는 RGGI를 주목할 만함.
- 캘리포니아는 2006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주 차원의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 주와 거래를 연동하여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함.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주 내의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85%를 규제
∘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의 80%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야
심찬 목표를 설정한 만큼,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

- 북동부 지역의 9개 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
으로, 2020년까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2005년의 50% 이하로 감축하고자 함.
-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를 설치하는 등 배출권의 과잉 공급 또는 수요를 방지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EU] 2005년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EU ETS)를 시행하여, 현재 유럽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
를 규제함.

- 소득수준이 다양한 31개 국가가 참여하며, 규제 이행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고 포함 분야와
규제 온실가스 또한 미국의 배출권거래제와 비교할 때 다양한 편임.
-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에너지 집약산업(정유, 철강, 시멘트 등)과 항공 부문 또한 포함함.
- 2005년부터 4단계까지 이행이 완료 또는 계획되어 있으며, 2005년 시작된 1단계에는 이행기간
이 3년으로 설정되었으나 단계를 거듭하며 점차 이행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임.
-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수준이 상이
하고 대상지가 광범위한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임.
[일본] 민간 차원의 활동을 통해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온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총량거래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Tokyo-ETS), 지구온난화대책세 등을 도입·시행하고 있음.

-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 기반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도쿄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특히, Tokyo-ETS는 타 국가의 사례와는 달
리 역내 주요 시설(오피스 빌딩, 공장 등)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고, 해당 세수를 에
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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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화석연료에 집중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예: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
입제도 등)을 추진하고, 민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고 있음.

2)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비용 유형과 특징
주요 선진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공공 정책이나 프로젝트 평가에서 탄소배출 변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접근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으로는 1)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정 2)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 충족을 위한 한계 감축 비용 3)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가격에 기초한 가격이
활용되고 있음.
미국은 1980년대부터 대통령 행정명령(EOs)을 통해 연방기관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에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며, 정량적, 정성적 측정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

- 연방기관의 규제영향분석에서 2008년 이전만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의 변화에 대한 영향은 고려
되지 않았음.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공중의 건강과 공공복리
(public health or welfare)를 침해한다면 환경보호청(EPA)이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과학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작업그룹(IWG2))을 구성하
고, 미국정부가 사용할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개발하도록 함.
- IWG는 특정 수치로 사회적 비용을 제시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의 값으로 탄소비용을 제시하였음.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O2)은 특정연도에 대기(atmosphere) 중에 1톤(metric ton)의 이산화탄소 배
출 증가에 따른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으로 정의되고 있음.3)

-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네 단계로 구성됨; 1) 미래의 글로벌 및 지역별 인구, 생산 및 배출을
예측하고 2) 배출에 따른 온도, 해수면(sea level) 및 기타 환경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3) 기후에 대한 물리적인 영향(physical impact)을 추정하고, 순기후손실(net climate damage)
과 같은 인간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금전적으로 나타내고 4) 이러한 금전적 손실의 배출이
발생한 해로 할인하여 계산하는 방식
- 미국과학기술의료한림원은 이를 사회경제적 요인과 배출, 기후, 영향과 손실, 할인(discounting)
의 네 가지 모듈로 명료화
- IWG는 세 가지 축약형 통합평가모형인 DICE,4) FUND,5) PAGE6) 모형을 활용하고 각 모형에

2)
3)
4)
5)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7), pp. 21-23.
Dynamic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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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출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있음.
- 세 가지로 구분된 할인율에 따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12~62달러로 추정되었고 2050
년까지 시간경과에 따른 비용 변화를 분석하였음. 그러나 모형에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변수의
불확실성과 인위적인 할인율의 선택에 따라 사회적 비용의 변동범위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접근법을 대신하여 특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에
필요한 탄소 저감비용(abatement cost) 추정에 중점을 두고, 이를 목표 접근법(target consistent
approach)으로 명명하고 있음.

- 목표접근법하에서 탄소비용은 영국정부가 설정한 배출저감 목표에 도달하는 한계저감비용을 적용
- EU의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부문의 가치 평가에 탄소 거래가격(traded price of carbon)
이 사용되며, EU의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의 가치 평가는 탄소 비거래가격(nontraded price of carbon)이 사용
- 탄소 거래가격은 유럽탄소배출권(EUAs: European Union Allowance)의 미래가격 추정치를
활용하며, 2020년 이산화탄소 톤당 25파운드 탄소가치를 추정하면서 상단과 하단 가격의 범위
로 14~31파운드를 제시
2015년 OECD 보고서로 발간된 Smith and Braathen(2015)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통해 각국의 정책 및 프로젝트의 비용편익 분석에 적용하는 탄소가치를 분석하였음.

- 2020년을 기준으로 평균 탄소비용(이산화탄소 톤당)은 수송 부문 66달러, 에너지 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고, 사전적 평가비용은 82달러, 사후 평가비용은 68달러로
추정되었음.
- 탄소비용은 국가별로 그리고 적용할 시점 및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관된
기준에 따른 국가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OECD는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요 국가의 탄소가격을 비
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실질탄소가격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적용되는 총가격으로 세금과 배출권 가
격의 합으로 구성
- OECD(2016)는 실질탄소가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보고서로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OECD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인 41개국7)의 6개 경제 부문을 대상으로

6) Policy Analysis of the Greenhouse Effect.
7) OECD 회원국 34개국과 OECD 파트너 국가에 속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41개국임.

330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실질탄소가격을 분석하였음.
- 41개국의 에너지 사용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고, 10%만이 탄소배출의 기후비용으로 고려된 30유로(euro) 이상의 실질탄소가격
이 부과되었음.
- 도로 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30유로 이상의 실질탄소가격이 책정된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90% 이상을 상회한 반면, 비도로 부문의 경우 반대로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 부문의 실질탄소가격은 모두 종량세 부문으로 153.25유로로 추정되었음.
비도로 부문의 실질탄소가격은 종량세 3.86유로와 배출권 가격 5.9유로를 합산한 9.76유로화
로 나타나 조사대상국에서 상위 실질탄소가격 기준으로 도로 부문은 23위, 비도로 부문은 19위
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배출권거래제 물량 부족에 따라 배출권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
하면, 2012년 가격에 기초한 본 자료의 분석과 비교하여 최근의 실질탄소가격은 상승되었을 것
으로 추정
여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탄
소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이른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적용하고 있음.

-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탄소배출
에 부여한 가치를 의미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내부탄소세, 잠재
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고 있음.

- 내부탄소세8)는 기업들이 일반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배출에 대해 금전적인 가치를 부
여하며, 기업의 운영비용(operating cost)에 탄소배출과 관련된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임.
∘ 내부탄소세는 기업 내부적으로 실제적인 자금의 이전(transfer)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기업
내부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제공

- 잠재가격(shadow price)은 향후의 탄소규제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수립과 투자평가를 위한 위
험 평가의 수단으로 탄소에 대한 이론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비용거래는 발생
하지 않음.
-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행한 조치(measures)나 이니셔티브(initiatives) 비용에 기초하여
도출한 한계저감비용이 묵시적 가격임. 잠재가격과 달리 묵시적 가격은 미래의 탄소제약을 평가
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탄소감축을 목적으로 이미 시행한 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견됨.
8) carbon fee 또는 internal carbon tax로 지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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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탄소가격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2017년 10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607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내부탄
소가격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389개에 이르고 있음.

- CDP9)는 운용자산 규모 100조 달러에 이르는 비영리기구로 8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글로벌 주요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요청하고 있음.
- CDP(2016)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탄소관련 정책이 기업의 내부탄소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CDP(2017)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경우 50곳의 기업에서 내부탄소가격을 적용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 분석
본 연구는 주요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시행으로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 모형은 Ossa(2014, 2016)의 다국가-다산업을 가진 정태적 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생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비효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탄소가격제 세 가지 요소를 모형 안에 추가하였음.
- 초기균형 상태에서 데이터가 허용하는 가장 최근(2011년과 2012년)의 주요국들의 생산, 무역,
관세, 탄소배출량은 물론 탄소세, 배출권 가격,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적용범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함.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기존 탄소가격제 정책 강화의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탄소세를 추정하였음.

- 모형은 EU 및 주요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탄소 배출변화 및 경제 영향을 주로 분석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된 탄소세는 에너지 탄소함량에 부과된 탄소세와 에너지 단위당 사용
에 부과되는 종량세를 모두 반영하였음.10)
- 시나리오 1은 특정 한 개국에만 기존 탄소세에 추가적으로 1~10%를 증가하였고, 시나리오 2는
특정 한 개국에만 기존 배출권가격이 추가적으로 1~10%를 증가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음.
- 시나리오 3은 주요 국가에 동일한 탄소세와 적용비중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30유로
의 탄소세와 30% 및 50%의 탄소세 적용범위를 모형화 하였음.
- 시나리오 4는 기존의 탄소세 적용범위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탄소세 증가를 추정하였음.

9) 2003년 영국에서 Carbon Disclosure Project로 시작하여 현재 기업, 도시, 지방정부 등의 환경성과를 공개하는 비영리기구임.
10) 한국은 경우 에너지의 탄소함량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에너지 사용 자체에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음.

332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 시나리오 5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5.7% 달성을 위해 필요한 탄소세 증가를
추정하였음.
[시나리오 1] 특정 국가에서의 탄소세 증가에 따라 탄소배출과 생산 모두 감소하지만 생산은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에서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산업으로의 즉각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생산의 감소분이 상쇄됨.

- 탄소세 10% 증대시 한국은 6.16%의 탄소 감축이 나타났으나 일본과 중국은 이보다 큰
15.13%, 9.54%의 탄소 감축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주요국 중에서 일본의 탄소세 적용 범위가
높고 중국의 생산에 대한 탄소배출의 탄력도가 높기 때문임.
- 특정 국가만의 탄소세 강화는 일부 배출 규모가 큰 국가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차원의 탄소배출
이나 생산에 의미 있는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시나리오 2] 특정 국가에만 배출권가격이 변화될 경우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의 순서로 나타남.

- 한국이나 EU에서의 개별적인 배출권 가격 증가는 전 세계 탄소배출이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
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탄소배출가격이 10% 증가할 경우에 전 세계 탄소배출이 1.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정 국가만의 탄소감축 정책의 강화는 글로벌 차원에 제한된 영향을 시현함.
[시나리오 3] 각 국의 탄소세를 30유로로 동일하게 하면서 탄소세 적용범위도 30% 혹은 50%로 동일하
게 할 경우 탄소 감축의 효과는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남.

- 탄소세 적용 범위가 증가할수록 생산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과 미국에서 크게 나타난 반
면, 한국, EU, 일본의 생산과 후생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시나리오 4] 모든 국가에서 탄소세를 기존보다 8.2 유로 증가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글로벌 차원의 30% 탄소 감축을 위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순서로 탄소세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
- 한국은 기존 탄소세 대비 82.9%의 탄소세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시나리오 5] 한국이 국내 탄소감축 목표 25.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탄소세 적용범위가 유지될
경우 기존 탄소세 보다 50.1%의 탄소세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모형에서는 한국만 탄소세를 급격히 증대한 경우여서 주요국의 탄소 배출이나 생산에는 큰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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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의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필연적으로 해당 국가의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나 현실에서는 감축정책
이 기업에 온실가스를 덜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재배치를 유인해서 경제성장이 가능함.

-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파리기후협정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각 국가간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일관된 기후변화
대응을 수립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모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투자의 중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없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3. 정책 제언
파리기후협정은 그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한정하였던 교토의정서를 대신하여 모든 국가의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탄소가격제는 파리기후협정 체결로 인해 국제사회로 본격적인 확산
을 예고하고 있음.
- 정책당국자와 민간기업은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라는
일차원적 대응에서부터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을 감안하면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방향을 제안함.

1)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배출 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제공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 가격을 설정하는 내부탄소가격을 활발히 적용하면서,
에너지 효율 및 청정에너지 투자를 통해 저탄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의욕적인 내부탄소가격 설정을 통해 기업은 향후 기후변화 관련 정책위험과 관련한 자본투자의
위험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포함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 국내기업들도 배출권거래제에서 확인되는 배출권 가격에 국한하지 않고, 의욕적이고 높은 수준
의 탄소배출가격을 설정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탄소감축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향후의 탄소가
격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내부적인 탄소가격 설정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투자가에게 제공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관련 제도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음.

- 기업, 투자자 및 금융 시스템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 잠재적으로 노출될 금융위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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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미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다양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관련 정보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
- 2015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
(FSB)11)에 민관이 공동으로 금융 부문에서 어떻게 기후관련 이슈를 고려하는지 검토하도록 요
청하였음.
- 금융안정위원회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민관의 검토에 기초하여 2015년 12월 기후 관련
금융공시(financial disclosure)에 대한 태스크포스(TCFD)12)를 설립하고,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기후 관련 위험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관된 기업공시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작성을 요청하였음.
2017년 6월 발표된 TCFD 권고안 최종보고서는 기후관련 금융공시를 위해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인 지
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평가척도 및 목표의 네 가지 분야에서 공시를 제안하고 해당 분야의 세부 권고안
을 제시하고 있음.

- TCFD는 평가척도로 기후관련 기회 및 위험 지표로서 저탄소 경제전환에 대비한 제품 및 서비
스로부터의 수입(revenue)과 내부탄소가격을 명시하였음.
- 이러한 권고안은 기업들의 자발적이며 일관된 기후 관련 금융위험 정보를 투자자, 대출 및 보험
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할 목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기업들이 취해야 하는 것
은 아니지만, TCFD에 참여한 민간13)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들의 서명을 받아 기업들에 환경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사례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수립 이외에도 투자가들의 관련 정보
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최근 다수의 국가 및 지역정부는 투자에서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가용한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또는 유사 기관을 설립하고 있음.

- 녹색투자은행은 공적으로 자본이 조성된 기관으로 국내의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투자 및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의 녹색 분야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으
며, 영국, 호주,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에서 국가 차원에서 설립되었음.

11) Financial Stability Board.
12)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13) TCFD는 민간 주도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블룸버그를 설립하고 뉴욕시장을 역임한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가 의장
을 맡고 전 세계 경제의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32인으로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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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투자은행은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이나 보험, 신용 보강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함으로
써 일반 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위험을 커버하여 투자 가능성을 높여주며 거래비용 경감에도
일조할 수 있음.
- 영국정부는 2012년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투자은행을 설립하였고, 호주의 청정에너지 금융공사(CEFC) 역시 2012년에 탄소
가격제 계획이 포함된 국가기후정책 체계의 일환으로 설립하였음.
- 각각 이름이나 다루는 범위는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녹색투자은행은 위험경감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기후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일반 금융기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재원 조성
에 기여하고 있음.
탄소가격제의 확산으로 민간의 기후 관련 투자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기후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을 국내에서도 다시금 재고할 시기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기후투자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과거 녹색성장이 강조되었
던 시기에도 제기된 바 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음.
기후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수단의 도입도 필요함.

- 최근 국제적으로 발행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녹색채권(green bond)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녹색채권은 녹색 투자 및 자산 또는 사업활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
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구분됨.
- 녹색채권은 기후관련 투자에 있어 1) 추가 재원을 제공하고 2) 장기간의 재원 조성을 용이하게
하며 3) 채권 발행자의 환경전략을 명확히 나타내고 4) 기존 전통산업 부문에서 녹색화를 촉진
하며 5) 장기 기간투자가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2013년 수출입은행과 2016년 현대캐피탈이 금융기관과 기업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으나 여타 다른 기관으로의 추가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산업별 감축 목표와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고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금융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
가 있음.
- 국내적으로도 녹색채권이 활발히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함.

3) 개도국과의 배출권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①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경험 공유 및 연계협력 국가 모색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파리기후협정의 체결로 인해 그
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탄소가격제는 개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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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P14)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예정된 국가(중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외
에도 태국, 베트남, 대만, 브라질, 칠레, 멕시코, 러시아 등에서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미 국제사회는 세계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PMR15)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시장 개발을 위한 역
량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가격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PMR 신탁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개도국으로 구성된 19개 이행국가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PMR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고, 탄소가격제를 고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도국은
모두 PMR을 통해 국제사회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선진
국의 앞선 경험을 배우는 동시에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제도 시행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개도국과 배출권제도 시행과 관련된 국내 시스템 노하우 및 관련 기업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와 배출권시장 연계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EU와의 연계 또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배출권시장 연계 등이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배출권시장의 연계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하고,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배출권거
래자의 감축의욕 저하 및 배출권 구매국의 자본유출, 제도의 관리통제기능 상실 등 위험요인도 잠재되
어 있음.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거나 관심 있는 국가와 교류를 통해 중장기적 차원의 상호협
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감축의욕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 탐색도 필요함.

②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 강화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도국의 지원을 통해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적으로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관련 사업의 지원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
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민간의 해외 관련 사업 및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
록 정책적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
14)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15)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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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집계하는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부문 지원
규모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지원 규모는 매우 작고, 총 ODA에서 기후변화 관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15년 평균 기준으로 8%에 불과한 수준
∘ DAC에서 집계하는 데이터는 각국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고하는 자료에 기초하고 있고,
기후변화 적용 기준의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가별 지원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

- 향후 개도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탄소가격제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
부문을 포함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에 국내 ODA 지원 규모를 늘리며, 관련 국내기업의
개도국 사업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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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시나리오 1(탄소세 증가)의 결과
(단위: %)

국내
CO2

국내
생산

국내
후생

세계
CO2

세계
생산

탄소세 증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1%

-0.645

-1.069

-1.707

-0.014

-0.155

5%

-3.158

-5.070

-8.078

-0.068

-0.771

10%

-6.156

-9.538

-15.125

-0.136

-1.526

1%

-0.001

-0.002

-0.003

0.000

-0.003

5%

-0.004

-0.011

-0.013

0.000

-0.015

10%

-0.007

-0.022

-0.026

0.000

-0.029

1%

-0.001

-0.003

-0.003

0.000

-0.002

5%

-0.004

-0.016

-0.015

0.000

-0.009

10%

-0.008

-0.030

-0.029

0.000

-0.019

1%

0.001

-0.290

-0.011

-0.001

0.042

5%

0.004

-1.371

-0.046

-0.005

0.211

10%

0.009

-2.571

-0.067

-0.010

0.421

1%

0.000

0.000

0.000

0.000

-0.001

5%

0.000

0.001

0.001

0.000

-0.003

10%

0.001

0.002

0.002

0.000

-0.00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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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시나리오 2(배출권가격 증가)의 결과
(단위: %)

국내
CO2

국내
생산

국내
후생

세계
CO2

세계
생산

배출권가격 증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1%

-1.372

-0.640

-0.287

-0.178

-0.047

5%

-6.564

-3.096

-1.424

-0.880

-0.234

10%

-12.442

-5.958

-2.814

-1.741

-0.466

1%

-0.002

-0.001

0.000

0.000

-0.001

5%

-0.008

-0.007

-0.002

-0.002

-0.004

10%

-0.015

-0.013

-0.004

-0.003

-0.009

1%

-0.002

-0.002

0.000

0.000

-0.001

5%

-0.009

-0.009

-0.002

-0.002

-0.003

10%

-0.017

-0.018

-0.005

-0.004

-0.006

1%

0.002

-0.174

-0.002

-0.014

0.013

5%

0.010

-0.839

-0.010

-0.067

0.064

10%

0.026

-1.611

-0.018

-0.133

0.127

1%

0.000

0.000

0.000

0.000

0.000

5%

0.001

0.001

0.000

0.000

-0.001

10%

0.002

0.001

0.000

0.000

-0.002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 시나리오 3(동일한 탄소세와 적용비중)의 결과
(단위: %)

탄소세 적용범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세계

30%

-67.623

-82.476

-61.981

-58.081

3.269

-55.102

50%

-78.273

-84.555

-76.750

-61.115

-7.864

-55.528

30%

0.092

-0.996

0.114

-0.487

0.595

0.303

50%

0.130

-1.500

0.057

-0.700

0.724

0.423

30%

-0.327

-1.834

-0.336

-1.096

-0.022

50%

-0.559

-2.669

-0.637

-1.556

-0.133

CO2

생산

후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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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시나리오 4(세계 탄소배출 30% 감축)의 결과
(단위: %)

탄소세 증가율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82.9

29.8

123.2

2808.2

19.8

세계

CO2

-19.722

-2.605

-65.908

-15.166

-1.511

-30.000

생산

0.103

0.138

-0.135

0.133

0.082

0.078

후생

-0.065

-0.135

-0.300

-0.105

-0.106

0.000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 시나리오 5(한국 탄소배출 25.7% 감축)의 결과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세계

CO2

-25.653

1.277

1.403

0.694

0.277

0.090

생산

-0.035

0.004

0.002

0.004

0.005

0.004

후생

-0.040

-0.009

-0.030

-0.012

-0.004

0.0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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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11월 8일 열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하에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
-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축적된 불만을 해결하
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를 확보하며 승리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당시부터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을 펼 것을 예고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이에 편승한 교역국들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심화된 미국의
무역적자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
미ㆍ중 간 통상 갈등은 장기간 지속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
로 예상

-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을 기점으로 환율조작, 보조금 지급, 설비 현지화(localization
to barriers), 지적재산권 등 다수 통상 관련 이슈에서 미국은 중국을 요주의 국가로 지목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지목되고 있어 트럼프 무역정책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며 미ㆍ중 간 통상 갈등이 심화될 시 한국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두 국가는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최대 교역국가들이며 세계경제의 양대 축 간의 통상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
- 또한 양국간 통상 갈등이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퍼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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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보호무역주의 관련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들에 대한 재검토 및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
- 이 외에도 행정명령, 대통령 메모 등을 통해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적자 원인 검토, 무
역구제조치 관련 조사 개시를 지시하며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
미국정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무역구제조치와 더불어 다양한 무역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이전 정권과
대비되는 모습

- 201조, 232조, 301조 등 기존에 미국이 드물게 사용하던 무역제재 수단들을 발동하기 위한 조
사 절차가 진행 중임.
- 미국이 WTO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보다는 자국법에 의거한 수입제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 대중국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권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부과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반덤핑 조치는 해당 국가의 대미국 수출을 감소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제3국들의 동(同)
제품의 대미국 수출을 증가하는 이른바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를 불러올 수 있음.
연구 결과 미국의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로 인해 신흥국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사료되
며 한국의 반사이익에 대한 여부는 의문

- 미국이 중국의 특정 수출품에 반덤핑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OECD 국가,
신흥국(비OECD 국가) 모두 무역굴절효과를 보게 되며 그중에서도 신흥국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한국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본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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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 따른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인한 양국 경제효과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분석

-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ㆍ대선 기간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2017년 4월, 10월에 발간된 미 재무부의 미국의 주요 교역국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모니터
링 대상 국가로 지정
- 하지만 향후에도 미국이 환율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안화 절상
효과를 분석
위안화 절상은 양국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안화 절상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은 있지만, 이는 매우 블확실한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산업생산 등 미국과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

4)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에 주는 영향도 다방면에서 존재

- 한국의 중국 수출품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수준인 만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
치 심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반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을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심화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이루어질 경우 미ㆍ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1)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견제로 인한 한국의 피해
트럼프 행정부하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수입제재 수단은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한국
이 입을 피해 가능성 상존

- 반덤핑/상계관세의 경우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제재하므로 이로 인해 한국이 직접
적으로 입는 피해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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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조의 경우 미국의 특정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한국 수출품의 대미 수출비중이 높을 경우 한국의 관련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현재 예비판정이 나온 201조 관련 품목들(태양광전지, 세탁기)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미국정부의 수입제재가 최종적으로 집행될 경우 한국 수출품들 역시 제재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있음.

2)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한국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결정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미ㆍ중 간 통상 갈등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이와 더불어 사드(THAAD)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절실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함.

- 중국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인해 저렴한 노동인력에 대한 매력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 기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중국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의 중국시장 진출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

3)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비
미ㆍ중 통상 마찰의 확대는 중국의 제3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무역굴절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여타 국가로 동 제품
의 수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
- 중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대상국가로 작용할 수 있음.
한국은 무역굴절효과로 인한 중국산 제품 국내 유입증가에 대비할 필요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경우 흑자 감소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중국의 덤핑 수출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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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국 수입품 제재전략의 한계성 노출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대중국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기타 국가들로
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략 역시 인위적인 위안화 절상이 중국은 물론 미국경제에도 피
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덤핑 및 환율조작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위한 논리 개발 필요
-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언급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의존도 탈피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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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의 경제협력이 양 지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침체, 일부 품목에 편중
된 교역구조, 일부 산업에 편중된 FDI 구조, 기업간 협력 부재, 산업협력채널 부재, 새로운 협력분야 및
협력방식 발굴 노력 미흡, 무역역조 심화 등으로 후진하는 상황임.

- 최근 5년간(2011∼15년) 한국의 대MERCOSUR 교역은 대중남미(-6.2%) 및 대세계(-2.6%)보
다 심각한 13.1% 감소하고, 투자는 2011년 이래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연평균 한국의 무
역흑자(44억 달러)는 이전 5년 평균(21억 달러)보다 2배 증가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MERCOSUR의 중심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개혁과 개방을 중시하는 시장친화적
정부의 등장은 정체된 한ㆍMERCOSUR 경제관계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브라질은 실추된 국가경제의 신뢰회복과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정책 해소와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비록 한국과 MERCOSUR는 2017년 3월에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이하 TA) 협상 개시 선언으로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의 필요성
이 더욱 제고되고 있음.

- 이에 MERCOSUR의 높은 시장진입장벽 우회 진출을 위한 방안, 기업간 협력에 대한 양측 기업
의 높은 관심도, 협력 성공사례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모델로서의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기업간
협력이 새로운 협력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급변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를 촉진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과 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먼저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인 정부 등장 전
후의 거시경제 환경, 국제 분업구조 재편 속에 추진되고 있는 생산통합정책의 성과, 그리고 대외
통상정책에서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함.
- 둘째, 기업간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별 사례를 발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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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우리 기업에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사점을 제시함.
- 셋째, 다양한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무역, 투자, 생산통합에
서의 유망 협력분야 및 협력가능분야를 발굴ㆍ제시함.
- 마지막으로 현지 산업협회 대상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의 협력실태를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간 협력 지원과 기업 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MERCOSUR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거시경제환경

- MERCOSUR 회원국은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 노동시장 악화 등과 같
은 공통의 거시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경제통합 참여국간의 협력을 촉진하면서 통합 심화에 필요한 역내 공동정
책 도입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은 높은 수준으로 동조화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공동정책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위기와 같은 잦은 비즈니스 주기
변동에 대한 회원국별 차별화된 대응으로 통합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대칭성만 심화됨.

- 따라서 MERCOSUR는 역내 통합을 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 수준을 향상하
기 위해 더욱 조화된 정책적 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생산통합

- MERCOSUR는 부진한 통합의 활성화와 역내 회원국간 및 산업간 생산구조의 비대칭성을 극복
하는 방안으로 생산통합을 실행해왔음.
- 역내 비교우위부문 개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생산구조 다각화, 역내 가치사슬(RVC) 구축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도 및 정책 마련과 같은 제한적이나마 성과를 달성했으나 실질적인 생
산통합의 목표 달성에는 한계를 보임.
◦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저수준의 RVC와 생산통합 정도(PII)가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생산통합 한계의 주된 원인은 역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환경 조성과 역내기업의
주도적인 노력 부족으로 추정됨.
◦ 따라서 향후 MERCOSUR 생산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내 기업간 및 역내ㆍ역외
기업 간의 협력 강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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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통상정책

- MERCOSUR는 역내 정치지형 및 통상기조 변화, 세계무역 성장 후퇴의 구조화 가능성, 보호주
의 재등장, 더욱 분할된 국제무역체제의 재편 등 역내ㆍ외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대외통상정책
방향을 새로이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함.
◦ 최근 역내 통합 심화와 역외와의 다양한 무역협정 협상 추진동향을 감안할 때 MERCOSUR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단계의 대외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EU와의 FTA 협상이 2018년에 타결될 경우 MERCOSUR의 대외통상 규범은 한층 선진화되고,
역내 통합은 물론 다른 역외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가속화할 전망임.

- 이러한 관점에서 EU와의 FTA는 비록 한국처럼 MERCOSUR 시장진출 후발주자의 경쟁력은
제한하겠지만, 향후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양측 기업간 협력 확대에 도움이 될 플랫폼으로서 작
용할 한ㆍMERCOSUR TA의 실현에는 일조할 전망임.

2) MERCOSUR 기업과의 협력사례와 시사점
제조/생산 협력사례

- 원재료 조달, 저렴한 인건비, 공동 아이디어 창출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 협력 사례를 조명함.
- 동국제강ㆍ포스코ㆍVale 협력은 3사가 원료조달에서부터 생산운영, 최종판매까지 연계한 생산
체인 구축으로 상호 이익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임.
- 브라질 및 중국 제조업체의 파라과이 기업과의 협력은 파라과이를 남미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선제적인 전략이 내포된 사례로 판단됨.
◦ 파라과이는 마킬라제도, MERCOSUR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과 저렴한 생산비용, GSP+ 수혜
국 지위를 활용한 대유럽 수출 가능성 등 우회진출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을 보유함.

- 이 사례는 파라과이 현지 기업과 협력하거나 또는 브라질 기업과 공동으로 파라과이 시장에 진
출하는 등의 다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함.
물류/인프라 협력사례

- 우루과이의 통합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인 Costa Oriental과의 협력사례를 통해 원거리와 높은
운송비, 인프라 부족 등 해외기업이 MERCOSUR 진출 시 겪는 물류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제안함.
- 특히 우루과이의 지리적 장점, 안정적인 정치ㆍ경제 환경, 정부의 물류부문 지원정책을 토대로
우리 기업도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MERCOSUR 시장진출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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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마케팅 협력사례

- MERCOSUR 역내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방식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사례분석을 통해 기존의 상품 및 물리적 유통망 확보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통/마케팅 부문
에서의 협력방식에 대한 관점을 확장함.
◦ 현지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자국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채널 역할을 하는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Rakuten)와 브라질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Ikeda) 간의 협력, 한인 벤처기업(BizDragon SRL)과
아르헨티나 최대 IT 기업(Grupo DMC)의 자회사(Prisett)가 설립한 합작법인(Udi) 사례를 분석함.

금융 협력사례

- 중남미 시장진출 선발주자인 스페인계 은행, 중남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중국ㆍ스페인 은행
협력사례에 주목하여 새로운 금융협력 파트너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스페인계 은행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단기간에 소매금융 네트워크 확보, 현지 비즈니스 환경 파악을 통
한 신상품의 선제적 출시 등의 진출전략과 자국기업(비금융부문) 진출에의 파급효과는 우리 금융기관에
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함.
◦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기업과의 금융협력은 중남미 잠재 유망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유망한 금융협력 방식임.
◦ 중국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 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중남미 시장진출 움직임은 국내 금융기관에
금융부문에서의 삼각협력과 같은 새로운 협력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함.

R&D/기술 협력사례

- 하나마이크론의 브라질 진출은 우리 기업이 중남미시장에 진출한 희소한 R&D/기술 협력사례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투자금 조달, 인력 수급, 세제 혜택 등에서 현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가
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부문에의 진출이 유망한 협력방식임을 재확인함.
◦ 하나마이크론의 투자는 브라질이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반도체산업에서 기술이전을 동반한 진출 사례임.

기업간 협력의 의의와 시사점

- 제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 R&D/기술 등의 협력모델에 기반한 기업간 협력사
례 분석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함.
◦ 협력대상 확대,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 MERCOSUR 회원국의 중점전략분야 중심의 선제적 진출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
◦ 생산 및 물류 비용 절감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
◦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투자가 아닌 상생
의 기업간 협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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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협력사례를 분석 및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업간 협력사례에 접근하
려는 노력이 필요

3)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 협력분야
무역 측면에서의 유망 협력분야

- 양 지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간에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
에서 교역증가 가능성을 제시
◦ 한국의 수출 유망 분야: 무기화학물, 섬유사, 철강 튜브 및 파이프, 수공구 및 기계용 공구, 내연피스톤기
관 및 부품, 가공공작기계, 가열 및 냉각장치, 펌프, 공기압축기 및 선풍기, 선박

투자 측면에서의 유망 협력분야

- MERCOSUR 주요 경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국내생산이 부족한 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정책적 의지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생산경쟁력을 지니면서 양 국가의 국내생산이
국내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을 한국의 투자 유망 분야로 선정
◦ 투자 유망 분야: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코크스 및 석유정제,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통합 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 한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형태여서 해당 산업의 생산통합에 기
여하는 측면이 있음.
◦ MERCOSUR의 생산통합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행된 분야라
도 통합의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
◦ MERCOSUR 산업 중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전된 분야에 진출했을 때 한국기업이 현지의 생산네트
워크를 활용할 기회도 제고됨.

- 따라서 MERCOSUR에서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행되었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유
망 협력분야로 선정(제조업의 경우 투자 측면의 유망 협력분야와 중첩)
◦ 생산통합을 위한 투자 유망 분야: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선박, 의료장비 및 정밀기기,
기계 및 전기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코크스 및 석유정제, 화학, 사무용품, (서비스업) 전력 및 가스,
금융 및 보험, 건설, 우편 및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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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한ㆍMERCOUR 기업간 협력실태
MERCOSUR 국별 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업간 협력실태로 대체

- MERCOSUR 기업은 아시아기업 중에서도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가장 선호
◦ 한국기업과의 협력 선호 배경: R&D 및 기술 확보, 신시장 및 신제품 개발에 적절한 협력국

-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식으로는 합작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우선적으로 희망
- 양측 기업간 협력 확대를 위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한ㆍMERCOSUR TA 체결을 희망
- 한편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채널 구축, 양측 기업간
협력파트너 주선채널 구축, 양측간 정기적인 비즈니스 협의회 운영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안

2)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적시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 MERCOSUR는 1차 산품 붐의 종식, 보호무역주의 재등장, 글로벌 무역체제 재편 등 대외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
◦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MERCOSUR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함.

한ㆍMERCOSUR TA를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전환점(tipping point)으로 활용

-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양자간 관계 발전을 만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특히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미흡한 상황에서 TA를 MERCOSUR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선적으로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간 협력을 TA 협정문의 별도 챕터로
마련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적극 활용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 필요

-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다양한 분야 및 방식의 협력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 필요성을 감안
◦ 기업간 협력파트너 발굴 및 주선을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 유치기관에 Korean
Desk 설치를 제안
◦ 기술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 및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 설립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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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에서 자금력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상시적 B2B 협력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제안

MERCOSUR 회원국과의 양자간 협력보다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 마련 필요

- MERCOSUR가 통합체 차원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양자간 협력과 병행해 통합체 차원의 협력 추진이 필요
◦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
합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
협의회 운영 등의 검토를 제안

3) 기업 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진출 전략 및 방식의 다각화

- 비즈니스 측면에서 MERCOSUR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면서 활용전략을 수립
- MERCOSUR 통합시장을 염두에 둔 진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시장특성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진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 생산기지(파라과이), 생산 및 물류 기지(우루과이), 소비시장(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으로서의 특성에 부
합하는 진출국 다변화
◦ 단순수출이나 단독투자 위주의 초기적인 진출형태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로 발전
◦ 현지국의 경제발전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및 분야에의 우선적 진출 고려

중남미 기술기반기업과의 협력 확대

- R&D/기술 협력사례, MERCOSUR 기업의 한국기업과의 협력 선호 배경(R&D 및 기술 확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전략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 중인 중남미 디지털 벤처기업인 테크노라티나스(Teconolatinas)와의 협력을 확대
한ㆍMERCOSUR 비즈니스 서밋 혹은 포럼 정례화

- 상호 기업간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측 기업이 모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은 제한적
- 일회성 행사 혹은 세미나 수준인 양측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포럼을 개선할 민관 합동의
한ㆍMERCOSUR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정례화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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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 차원의 한ㆍMERCOSUR 상공회의소 설립 운영

- 브라질한국상공회의소, 아르헨티나한인상공인연합회(CACIAC), 한ㆍ아르헨티나 기업인친선협
회(GAEMCOA), 재파라과이 기업인협회 등은 기능적으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간의 친목단체에
불과
◦ 양측간 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확대ㆍ발
전시키고, 회원기업도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는 현지 기업으로까지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별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이 협의체들을 통합체 차원으로 확대ㆍ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칭 ‘한ㆍMERCOSUR 상공회의소’ 설립을 제안
현지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진출기반 조성

- MERCOSUR 시장진출의 장애물인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진출기업 수 확대에 필요한 중소
ㆍ중견 기업의 진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현지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 추진
◦ 중남미를 비롯하여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홈쇼핑 업체는 물론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동반진출을
적극 검토

민간단체간 협력 확대를 통한 TA 협상 측면 지원

-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TA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나 협상범위와 의제 설정 등에서 부진한 상황이
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활동이 필요
◦ 즉 민간부문도 MERCOSUR 경제인단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진행될 TA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일본의 경단련(Keidanren)과 브라질 전국경제인연합회(CNI)는 「브라질ㆍ일본 경제연
대협정(EPA) 로드맵」 공동보고서를 발표(2015년 9월)한 바 있음.
◦ 협상범위로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통관절차, 규범이슈(SPS, TBT), 무역규범, 투자/서비스,
지재권, 천연자원/에너지, 자연인의 이동, 사업환경, 정부조달 등 11개 이슈를 제안
◦ 또한 협상 지연을 예상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특별 사업을 제안: 조세협정, 상호 비자면제협정, 무역원
활화, 지재권, 오픈스카이협정, 학위 및 자격증 상호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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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배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EU가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기업, 소비자, 정부 등
의 장기적 의사결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그림 1]이 나타내듯이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EU 내 2~3위를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는
그 자체로 현행 EU 체제에 심각한 위협임.

그림 1. EU 내 영국의 비중

주: 1) 2016년 기준.
2)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 변동가격 기준.
3) 회원국명 영문 약자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고.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lossary:Country_codes(검색일: 2017. 12. 28).
자료:European Commission, Eurostat DB(검색일: 2017. 12. 7).

- 또한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고,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이 앞다투어 제시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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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보고서는 현행 EU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여 우리 정부, 기업, 가계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 브렉시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민ㆍ난민 문제, 유럽의 정체성 혼란,
EU의 민주적 정통성 결핍과 △ 브렉시트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어 현재 EU 체제 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는 역내 통화ㆍ조세ㆍ재정 문제를 중점
적으로 분석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EU 체제의 미래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수립하고,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
-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2장]은 현행 EU 체제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하고, [3장 1절]은 향후
EU 체제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 5개를 제시한 후, [3장 2절]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5개 시나리오들에 대한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3장 3절]은 그중 개연
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현행 EU 체제의 쟁점
① 유럽의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은 구성원들의 현실인식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데, 유럽ㆍ유럽인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
하였음.1)

- 특히 유럽통합이 서유럽 위주에서 중동부유럽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의 EU 회원국ㆍEU 시민들이
공유하던 정체성에 혼란이 생김.
∘ [그림 2]의 (가)가 보여주듯이 독일을 포함하여 북부 국가의 국민들은 EU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반면, 영국, 체코,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는 매우 약함.
∘ 특히 EU 시민으로서 정체성이 EU 전체 평균보다 꾸준하게 현저히 낮았던 영국(그림 2의 (나) 참고)이
EU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해봄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줌.

1) Schmale(2008),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Identitä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2/2008, pp. 14-19; 이옥
연(2011), 『유럽의 정체』, 7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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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스로를 EU 시민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응답
(가) 2017년 응답 지리적 분포

(나) 영국민 대 EU 평균 간 격차

주: 1)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의 QD2.1번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 비중.
2) (가)는 Stata 모듈 SPMAP을 이용.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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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며 유로지역 내 채권국-채무국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2) 그 결과로 유럽
회의주의(Euroscepticism) 세력이 급증하여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으로까
지 부상하였음.3)

- [그림 3]이 나타내듯이 2007~14년 동안 EU 주요국에서 EU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악화되었
는데, 특히 재정위기의 진앙이자 해당 기간 동안 경제상황 악화 정도가 더 심각했던 남부유럽에
서 태도 변화가 더 컸음.

그림 3. 2007~14년간 회원국별 EU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주: 1) 음수는 악화를, 양수는 개선을 나타내고, 값이 클수록 그 정도가 큼.
2) Stata 모듈 SPMAP을 이용.
자료: ECFR, EU Cohesion Monitor DB(검색일: 2017. 11. 29).

∘ 또한 [그림 4]가 보여주듯이 경제상황 변화와 유럽회의주의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2) 조동희(2017), 「EU 회원국 내 정치적 포퓰리즘 확산 현황 및 정책 시사점」, p. 4,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06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3) Hooghe and Marks(2007), “Sources of Euroscepticism,” Acta Politica, Vol. 42,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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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7~16년간 실업률 변화 대(對) EU의 미래를 비관하는 시민 비율

주: 1) 종축은 유로바로미터의 EU의 미래에 대한 전망 조사에서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2007년 9월 조사 대비 2016년 11월 조사의 변화분.
2) 유의확률은 2007년 대비 2016년 실업률 변화와 비관 응답 비율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1. 12);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DB(검색일: 2017. 11. 10).

관련 문헌은 유럽회의주의의 원인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지목4)

⑴ EU의 민주적 정통성 결핍
⑵ 개별 국가에서 EU 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에 따른 법ㆍ제도 집행의 비효율 증가
⑶ EU 차원ㆍEU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
⑷ 난민유입 급증에 따른 유럽 및 국가 정체성 침해

② 의사결정구조
[민주적 정통성 결핍] EU의 민주적 정통성 결핍은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약점으로 지목되어옴.5)

- [그림 5]가 보여주듯이 회원국 국민들의 EU 민주성에 대한 만족도 및 EU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EU가 실시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래
하락 추세에 있음.

4) Bertoncini and Koenig(2014), “Euroscepticism or Europhobia: Voice vs. Exit?” Policy Paper, Vol. 121, pp. 5-6.
5) The Economist(2017. 3. 23), “Democracy and its dilemmas: How to address the EU’s democratic def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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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U의 민주성 및 EU 기관 신뢰도 추이
(가) EU의 민주성에 대한 회원국 국민들의 만족도

(나) EU 기관에 대한 신뢰도

주: (가)는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의 QA17.a번 응답 분포, (나)는 QA8, QA14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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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거버넌스] 현행 EU 거버넌스의 특징은 초국가적 EU 기관, 회원국 중앙ㆍ지방정부, 시민사회, 이
익집단 등 다양한 수준의 정치행위자들이 수평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최종의사결정 권한
을 가진 단일주체의 부재로 소수의 주요 회원국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고, EUㆍ회원
국 간 권한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국내선거가 유럽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6)
- 또한 [표 1]이 요약하듯이 현행 EU 체제는 EUㆍ회원국 간 권한배분을 명확하게 해둔 것으로
보이나, 최근 EUㆍ아일랜드 간 애플 법인세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의 집행에서 권한구분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7)

표 1. 정책분야별 EU의 권한
배타적 권한

회원국과 권한 공유

회원국을 지원하는 데 국한

- 역내 단일시장
- 사회정책
- 지역통합
- 관세동맹

- 농ㆍ어업

- 보건

- 역내 경쟁정책

- 환경

- 산업

- 통화정책

- 소비자보호

- 문화

- 공동어업정책

- 교통

- 관광

- 공동상업정책

- 에너지

- 교육 및 체육

- 국제협약체결

- 자유, 안보, 정의 관련 분야

- 행정협력

- 공중보건
- 연구개발 및 항공우주
- 공적개발원조
자료: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LEGISSUM:ai0020&from=EN(검색일: 2017. 12. 6).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전통적으로 EU 내에서 독일은 경제적 지도자의 역할을, 프랑스는 정치적 지도자
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독일ㆍ프랑스
간 입장 차이가 표면화됨.

-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은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역할은 물
가안정이지 경기부양이 아니고 역할조정을 위해서는 조약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는 ECB도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8)

6) 오태현(2017), 「프랑스 대선 분석 및 향후 전망」, p. 2,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현진(2017),
「독일 총선 분석 및 향후 전망」, p. 2,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2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European Commission(2017. 10. 4), “State aid: Commission refers ireland to Court for failure to recover illegal tax
benefits from Apple worth up to €13 billion,” Press Release.
8) Mayer(2012), Europe's Unfinished Currency: The Political Economics of the Euro, Chapter 9. Anthem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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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로 재정위기나 브렉시트와 같이 유럽통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기가 발
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누가 이끌어야 하는지가 불확실함.

③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단일통화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역내 경제상황 수렴이 필요하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가 심화되었음.

- 역내 경제상황 수렴을 위해 EU는 유로지역 참가조건으로 [표 2]이 요약하는 다섯 가지 경제적
수렴기준을 설정하였고, 국가별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에 대한 감시ㆍ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표 2. 5대 경제적 수렴기준
목표

지표

수렴기준

물가안정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을 1.5%p 이상 초과하지 않음.

재정건전성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3% 이하

재정 지속가능성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60% 이하

경제적 수렴 지속가능성

장기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장기이자율 평균을 2%p 이상 초과하지 않음.

환율안정

기준환율과의 격차

심각한 문제 없이 ERM Ⅱ에 2년 이상 참가

자료: PROTOCOL (No 13) TFEU.

- 그러나 [그림 6]의 예처럼 경제위기를 계기로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가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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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추이
(가) 역내 실업률 편차

(나) 경제위기 회복 수준

주: 1) (가)의 수직 점선은 EU 혹은 유로지역의 회원국 구성 변화 시점 표시.
2) (나)는 Stata 모듈 SPMAP을 이용.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Eurostat DB(검색일: 2017. 11. 13).

∘ 또한 [그림 7]이 나타내듯이 유로지역 내에서는 유로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실업률과는 뚜렷한 음(陰)
의 상관관계를 갖고 경제성장률과는 뚜렷한 양(陽)의 상관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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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제상황과 유로화 지지율 간 상관관계
(가) 실업률

(나) 경제성장률

주: 1) 종축은 2017년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 87)의 QA16.1번(유로화를 단일통화로 하는 경제통화동맹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2) 경제성장률(전년대비)과 실업률(경제활동인구대비)은 2016년 기준.
3) 유의확률은 해당 횡축변수와 종축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1. 12); European Commission(2017), Eurostat DB(검색일: 2017. 11. 10).

- 이러한 역내 경제상황 및 유로화 지지도 격차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유로지역 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든 순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함.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369

한편 최적통화지역에 대한 경제학 문헌은 역내 경제상황 격차 해소의 수단으로 역내 노동이동을 꼽고 있
으나,9) 유로지역 내 국가간 노동이동은 언어 및 문화 장벽으로 인해 저조함.

- Ehmer and Schwegmann(2017, p. 3)에 따르면 유로지역 내 국가간 노동이동 수준은 미미하
여 개별 국가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10)
∘ 주요 원인은 언어 및 문화 장벽

- 이러한 장벽이 단기간에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노동이동성 향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울 전망

④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재정정책] 유로지역은 단일통화정책과 달리 분권화된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개별 국가의 무분별
한 재정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여러 조치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문제점을 근본적으
로 극복하기 위해 재정동맹이 논의되고 있음.

- 현행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체제는 중앙은행에 의한 재정의 화폐화 및 회원
국간 구제금융을 금지하고 있음.11)
- SGP(Stability and Growth Pact, 안정 및 성장 협약)를 통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각각 국
내총생산 대비 3% 및 60% 이하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며
회원국 예산 및 경제정책에 대한 공조와 감독을 강화해왔음(표 3 참고).

표 3. SGP 발효 이후 공조 및 감독 강화를 위해 발효된 조치
조치

발효

주요 내용

지위

European
Semester

2011년 1월

국가간 예산 및 경제정책 사전공조ㆍ감독을 위한 단일체제 수립

EU 법

Six-Pack

2011년 12월

역내 거시경제ㆍ재정감독 강화

EU 법

Fiscal Pact

2013년 1월

국내법에 균형재정의무 도입

Two-Pack

2013년 5월

ㆍ 신재정협약 중 재정규칙 관련 내용의 지위를 EU 법으로 격상
ㆍ 역내 예산 감독ㆍ공조 강화

정부간 협약
EU 법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0. 9. 7), “3030th Council meeting: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Press Release; European Commission(2011.
12. 12), “EU economic governance “Six-Pack” enters into force,” Press release; European Commission(2013. 5. 27), “‘Two-Pack’ enters
into force, completing budgetary surveillance cycle and further improving economic governance for the euro area,” Press release; European
Commission(2017. 2. 22), “The Fiscal Compact: Taking Stock,”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9) Mundell(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No. 4, p. 661.
10) Ehmer and Schwegmann(2017), “Labour Mobility in Europe does little to mitigate economic shocks - national
labour markets absorb adjustment pressure,” KfW Research Focus on Economics, No. 156, p. 3.
11) Articles 123, 125 TF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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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림 8]이 보여주듯이 건전재정 의무 위반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제재가 부과된 적은
없어서 이들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8. 유로지역 내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중 추이
(단위: %)

주: 1) 해당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2) 60%의 수평선은 건전재정 기준 표시. 끊긴 수직선은 유로지역 가입연도 표시. 수직 점선은 2007년 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DB(검색일: 2017. 11. 12).

- 또한 유로지역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통합 심화가 논의되고 있음.12)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로지역 예산 창설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의 일방적인 기여를 우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임.13)

12) Bénassy-Quéré, Ragot, and Wolff(2016), “Which Fiscal Union for the Euro Area?” Bruegel Policy Contribution,
Issue 2016/0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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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조세정책도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나 역내 조세제도 관련 마찰이 발생
하고 있고 역내 제도조화 노력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EU 정상회의는 역내 조세협력 강화를 제안하였고,14) EU의 핵심기능인 단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본 및 노동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세에 대한 역내 조화 필요성도 제기
되어왔음.15)
∘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 범위 제한, 공동연결법인세기준(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도입, 금융거래세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회원국간 입장 차이로 아직 유의미한 진전은 없
음.16)

- 또한 애플사(社)의 법인세에 대한 EU 집행위원회ㆍ아일랜드 간 갈등과 같이 조세정책을 둘러싼
EUㆍ회원국 간 마찰도 발생17)

⑤ 위기관리 수단
1999년 유로화 도입 당시의 EMU 체제는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위기관리 기능이나 파산 피해를 축소하
기 위한 공동예금보험 등을 갖추지 않았었고, 재정위기가 발발하고 난 후에야 이러한 기능들을 마련하기
시작18)
[ESM] EMU가 마련한 대표적인 위기관리 수단은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으로, ESM의
구제금융은 수여국의 차입여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ESM을 IMF와 같은 기능을 하는
EMF(European Monetary Fund)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19)

- 5천억 유로 규모의 상설구제기구인 ESM은 보다 앞서 2010년에 설립된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의 구제금융 기능을 대체하며 2012년 출범20)
- 2017년 11월 현재 EFSF와 ESM의 구제금융 내역은 [표 4]와 같음.

13) Rodrik(2017. 5. 9), “Can Macron Pull it off?” Project Syndicate,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
macron-germany-eurozone-fiscal-union-by-dani-rodrik-2017-05(검색일: 2017. 12. 29).
14) European Council(2012), Towards a Genuin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pp. 2-6.
15) Neal(2007), The Economics of Europe and the European Union, pp. 133-138, Cambride University Press.
16) BBC News(2011. 12. 7), “Eurozone: France and Germany urge common taxes”; European Commission(2016),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 pp. 2-4; https://
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financial-sector_en#fate(검색일: 2017. 11. 28).
17) European Commission(2017. 10. 4), “State aid: Commission refers ireland to Court for failure to recover illegal
tax benefits from Apple worth up to €13 billion,” Press Release.
18) Mayer, 앞의 책, Chapter 3.
19) European Commission(2017. 12. 6), “Commission sets out Roadmap for deepening Europe’s Economic and
Monetary Union,” Press Release.
20) https://www.esm.europa.eu/about-us/history(검색일: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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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FSF 및 ESM 구제금융 집행 내역
기관

EFSF

ESM

수여국

구제금융 기간

대출 집행 총액

최종만기

아일랜드

2010.12

~ 2013.12

177억 유로

2042년

포르투갈

2011.5

~ 2014.5

260억 유로

2040년

그리스

2012.3

~ 2015.6

1418억 유로

2056년

스페인

2012.12

~ 2013.12

413억 유로

2027년

키프로스

2013.4

~ 2016.3

63억 유로

2031년

그리스

2015.8

~ 2018.8

317억 유로

2058년

주: ESM의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정보는 2017년 11월 15일 현재.
자료: https://www.esm.europa.eu/financial-assistance(검색일: 2017. 11. 15).

- [표 5]가 요약하는 것처럼 ESM 구제금융 이후에 해당국의 (독일 대비) 장기가산금리 평균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고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음.

표 5. ESM 구제금융 수여국의 구제금융 직후 장기가산금리 차이
수여국

차이

유의확률

스페인

-1.307

0.001

키프로스

-0.920

0.010

그리스

-1.260

0.002

주: 유의확률은 10년 만기 정부채 독일 대비 가산금리 월평균 값이 구제금융 시작 직전 6개월과 직후 6개월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
자료: ECB, Statical Data Warehouse DB(검색일: 2017. 11. 15).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중반까지 ESM을 EU에서 IMF와 같은 기능을 하는 EMF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는데 프랑스ㆍ독일 간 의견 차이로 이 제안의 채택 여부는 불투명21)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EU 집행위원회는 개별 국가와 해당 국적은행 간 부도위험의 연결관계를 끊고자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인 EDIS(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를 제안하였는데,22) 회원국간
이견으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23)

- 현행 유로지역 예금보험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 부도 시 해당 국적
은행의 예금은 보호받지 못함.24)
21) Brunsden and Khan(2017. 12. 6), “Brussels Calls for Creation of European Monetary Fund,” The Financial Times.
22) European Commission(2015),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806/2014 in order to establish a 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pp. 2-4.
23) Jones(2017. 11. 17), “Weidmann lays out conditions for common eurozone bank deposit scheme,” The Financial

Times.
24) Mayer, 앞의 책,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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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림 9]가 나타내듯이 역내 은행들의 자국 정부채 보유 비중에 큰 차이가 있어서 상기한 위험
에도 국가간 격차가 있고, 이에 따라 [그림 10]이 보여주듯이 재정위기를 계기로 역내 민간차입비용
격차가 확대되었음.

그림 9. 유로지역 국가별 은행의 보통주(CET1) 대비 자국 정부채 보유 비율

주: 1) 국가별 은행의 바젤Ⅲ 기준 보통주(CET1, 2016년 6월 30일 마감 기준) 대비 자국 정부채 비율 평균 추정치.
2) 에스토니아(EE), 리투아니아(LT), 슬로바키아(SK)는 자료 없음.
3) Stata 모듈 SPMAP을 이용.
자료: European Parliament(2017), Banks' exposures to Home sovereign bonds, pp. 1-2를 이용해 저자 작성.

그림 10. 유로지역 내 국가별 민간차입비용 격차 추이

주: 비금융기업 차입 이자율 가중평균(cost-of-borrowing indicator for non-financial corporations)의 유로지역 내 표준편차.
자료: ECB, Statistical Data Warehouse DB(검색일: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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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금조달비용은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변동,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등에 영
향을 주므로, 단일통화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차입비용의 역내 격차를 해소해야 함.
- 이러한 배경 아래 EU 집행위원회는 EDIS 창설을 제안하였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를
환영하는 반면 독일은 개별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 유인 약화와 역내 국가간 부실채권 비율
격차를 이유로 EDIS에 유보적 입장임.25)
[공동채권 발행]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자금조달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로지역 내 정부
채를 통합한 ‘유로본드(Eurobond)’의 공동발행을 제안하였으나 독일의 강한 반대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
령의 유보적 태도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

- 개별 회원국에 대한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 및 회원국간 상호구제 금지에 따라 [그림 11]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유로지역 재정위기 당시 일부 회원국들의 차입여건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악화되었음.

그림 11. 재정위기 시기 해당 국가의 10년 만기 정부채 금리
(단위: %)

주: 1) 10년 만기 정부채 분기별 평균.
2) 수직 점선은 해당 국가의 유로지역 참가 시기 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DB(검색일: 2017. 11. 27).

25) Jones(2017. 11. 21), “Draghi Backs Germany's Hard line on Banking Union,” The Financial Times; Jones(2017.
11. 17), “Weidmann Lays Out Conditions for Common Eurozone Bank Deposit Scheme,” The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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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 아래 EU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동채권발행을 제안26)
① 공동발행채권은 개별 회원국 차원의 충격에 해당 회원국 정부채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② 공동발행채권은 그에 상응하는 유로지역 정부채 전체의 가중평균보다 파산확률이 더 낮을 것이므로
발행여건도 더 나을 것임.
③ 차입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공동발행 합의소식 자체만으로도 향후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개선되어 차입여건이 바로 개선될 것임.
④ 은행들이 자국 정부채 대신 공동발행채권을 보유한다면 그 자체로 유로지역 차원의 은행 재무건전성
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가 은행위기 및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경로가 끊길 것임.
⑤ 개별 국가 정부채가 동일규모의 공동발행채권으로 대체될 경우 해당 시장의 안정성 및 유동성이 개
별 정부채 시장을 합친 것보다 우월할 것이므로 ECB의 통화정책 여건도 개선될 것임.

- 구체적 방법으로는 [표 6]이 요약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

표 6. EU 집행위원회 녹서의 유로본드 발행 세 가지 안
번호

정부채 대체
정도

1안

완전
대체

개별회원국의
지급보증 수준

조약
개정 필요성

전체
(joint and several)

Article 125
TFEU 위반

발행여건 및 유동성
개선 정도

재정건전성 유인 저하
정도

2안
3안

저신용 국가로의
재정이전 정도

높음
중간

부분
대체

회원국별 할당액
(several but not joint)

없음

낮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1), GREEN PAPER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Stability Bonds.

- 반면에 채권공동발행은 ⑴ 개별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가지는 외부성을 키움으로써 개별 국가의
건전재정 유지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고 ⑵ 현재의 상황에서는 독일의 차입비용을 증가시킬 것
임.27)
-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통합 심화(개별 국가에서 EU로의 재정주권 이전)
와 현존 정부부채 규모 축소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공동발행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프랑스는 재정주권의 핵심적 요소들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28)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의 부정적인 입장과 불안정한 정세를 감안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밝힘에 따라 채권공동발행이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음.29)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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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2011), GREEN PAPER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Stability Bonds.
European Commission(2011), GREEN PAPER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Stability Bonds, Bo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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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노동이민 및 난민
브렉시트 여론의 주된 배경으로 꼽히는 반(反)이민ㆍ난민 정서는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 대규모
노동이민과 EU로의 난민유입 급증으로 확산되었고, EU 차원의 이민ㆍ난민정책 조율은 향후 유럽통합의
방향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음.

- 2004년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로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기존 EU 15개국)으로 대규모
노동이민 발생30)
∘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로 노동유입이 집중되었음.

- 또한 [그림 12]가 보여주듯이 시리아 내전 이후 역외난민유입이 급증함으로써 난민문제가 EU
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그림 12. EU로의 난민유입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DB(검색일: 2017. 11. 29).

- 그런데 [그림 13]이 보여주듯이 역내 국가간 이민ㆍ난민 유입에 대한 태도에는 큰 차이가 존재
함.

30)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DB(검색일: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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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U 회원국별 이민유입에 대한 태도

주: 1) 이민유입에 대한 태도는 2017년 유로바로미터(Standard Eurobarometer 87)의 QB4번 (이민자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2) Stata 모듈 SPMAP을 이용.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barometer DB(검색일: 2017. 11. 12).

- EU 집행위원회는 이민ㆍ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간 관련 제도
및 입장 차이로 인해 유의미한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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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전망
①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현행 EU 체제는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통합을 심화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림
14]와 [그림 15]가 나타내는 것처럼 실제 통합수준에는 지역간 및 국가간 차이가 있음.

그림 14. EU 회원국별 통합수준 순위: 지리적 분포

주: Stata 모듈 SPMAP을 이용.
자료: ECFR, EU Cohesion Monito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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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U 회원국별 통합수준 순위: 산개도

자료: ECFR, EU Cohesion Monitor Database.

- 이처럼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행에는 회원국간 시차를 허용하는 방식을
다중속도유럽(multi-speed europe)이라 하는데, 이 통합방식의 장단점은 [표 7]과 같음.

표 7. 다중속도유럽의 장단점 요약
장점
- 제도적 효율성
- 역내 격차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
- 익숙함: 유로존과 쉥겐 조약의 경험

단점
- 회원국간 갈등 심화 및 개도국의 주변부화
- 유럽의 정체성 혼란
- 분야별 상이한 절차에 따른 복잡성

자료: 저자 작성.

반면에 공동의 목적 없이 분야별로 부분집합 내에서 통합을 심화하는 방식을 분화된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림 16]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분화된 통합의 사례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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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분화된 통합의 사례

자료: https://tineurope.wordpress.com/2015/04/15/differentiated-integration-in-one-graphic-2015(검색일: 2017. 10. 15).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EU의 모습에 대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백서를 발표하였음(표 8
참고).

표 8.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섯 가지 시나리오 요약
시나리오
현 체제 유지
단일시장 체제로 국한
통합수준 다양화
효율성 높은 분야에 집중
EU 권한 강화

특징
-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투자에 집중
- 유로지역 내 협력 강화
- EU는 단일시장에 집중하고 그 외 분야는 개별 회원국 전담
- 소비자, 환경, 조세 등에서 회원국별 상이한 제도 실시
- 27개 잔류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그대로 두고 분야별 자발적인 통합 실시
- 분야별 통합 가속화
- 효율성이 높은 분야로 통합범위를 좁히되 통합수준은 강화
- 회원국간 협의를 통해 해당 분야 선정
- EU 권한 강화 및 회원국 권한 약화
- 정책결정 가속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 pp. 15-25.

- 그러나 이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간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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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다중속도유럽, 분화된 통합과 EU 집행위원회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다 명확하게 [그림 17]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음.

그림 17. 본 보고서의 5개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② 종합 전망
앞서 제시한 본 보고서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EU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표 9]와 같은 전망을 얻음.

표 9.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 시나리오간 상대적 가능성 평가 결과
번호

평가기준

계층 내 중요도

종합중요도

1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40.57%

40.57%

2

체제 개혁

51.27%

51.27%

2-1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43.80%

22.45%

2-2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44.31%

22.72%

2-3

통합의 심화: 예외 없는 공동체

11.90%

6.10%

3

해체

8.17%

8.17%

주: 제1계층 비일관성=0.0081, 제2계층 비일관성=0.0032.
자료: 저자 작성.

31) European Policy Centre 최고경영자 겸 수석경제학자 Fabian Zuleeg 면담(2017. 11. 9,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학 Ferran Davesa 박사 면담(2017. 11. 9, 벨기에 브뤼셀); Dempsey(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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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앞서 설명한 대로 EU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본 보고서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간 발생확률 분포를 AHP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예외 없는 공동체와 해체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발생가
능성 상위 3개 시나리오 각각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회원국들이 분야별로 통합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역할도 분야별로 달라질 것이고 EU 역내 산업단체들의 영향력도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조세회피 방지의 수단으로 제안된 공동연결법인세기준에 대표적으로 반대해온 영국이 탈
퇴함에 따라 찬성국들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방지 분야의 통합이 강화될 전망
- 또한 이미 10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간 공감대가 형성된 금융거래세 도입도 탄력을 받을 전망
∘ 금융거래세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금융 중심지 변경 가능성과 맞물려 현지 진출 우리 금융기관 및
국내의 대(對)유럽 금융거래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의 현지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관련
논의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제도 변화에 대비해야 함.

- 일부 회원국들이 법인세 관련 통합을 심화할 경우 해당 국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직접적
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대상국으로서 EU 회원국간 매력도 분포도 달라
질 것임.
∘ 현지공관, 유관기관, 파견인력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기업들에 제공하고, 생산ㆍ판매
거점 재조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필요
∘ 단기적으로는 달라진 법인세 제도에 대한 자문, 상담 등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 방지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이 경우 브렉시트 이후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및 금융 분야 통합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EU의 주요 금융 관련 기관ㆍ기구가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 역량을 더욱 강화
해야 함.

- 단일통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로지역 내 노동시장 통합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
는 낮은 인건비로 숙련노동력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 따라서 현지공관 및 유관기관들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숙련노동력 조달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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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지역 중심으로 재정통합이 심화될 경우 해당 회원국 정부채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공공금융기관, 파견인력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변화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야 함.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이 경우 대EU 전략에 큰 변화는 필요없을 것이나, EU 체제에 대한 현재와
같은 불만이나 개혁 논의가 계속될 것이므로 현지에서의 긴밀한 관찰 및 전망이 꾸준하게 필요할 것임.

- 특히 공동난민정책에서 비롯된 핵심국가-중동부 국가 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
EU 경제정책에서 중동부유럽 전략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대상으로 별도의 협력을 추진하고, 중부유럽
의 유일한 유로지역 국가인 슬로바키아로의 진출을 활성화하여 이를 유로지역과 중부유럽을 연결하는
다리로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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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글로벌 경제질서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추세,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출범 이
후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 및 신고립주의정책에 근거를 둔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브렉시트(Brexit)에 따라 촉발된 유럽연합(EU)체제의 결속력 이완,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및 저
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제상황 악화,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조치 지속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중동에서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사 시험과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미국 대 중국ㆍ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정부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유라시아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함.

- 특히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현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국정과제로
채택함과 동시에,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음.
-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해온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EAEU와의 FTA를 체결하고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확대, 유라시아 신시장 개척, 교통 및 물류
루트의 다양화,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및 다변화, 미래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이고, 새로운 북방경제 성장모델 창
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한국정부는 EAEU와 FTA 또는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ssociation) 체결을 위
한 정부간 협상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상호 협상과정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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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EAEU 간 FTA 체결 협상에 대비하여 양측간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러시아)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추진 전략과 과제, 산업협력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새로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정책 방향 수립, EAEU 회원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관계 구축,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
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보유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아르메니아

- 아르메니아 경제는 투자와 송금액 등의 경로를 통해 러시아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다른 EAEU 회원국들과의 수출입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편임.
- 아르메니아는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으며, 농업이 주요한 산업부문이다. 그 이외에 섬유산업,
도소매와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존재하고 있음.
-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아르메니아의 노동시장이 노동자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실업률이 초등교육을 받은 인구보다 높은 편임.
-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국외 이주노동에 종사하며, 아르메니아 경제에서 송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원자재와 관련된 상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기가 둔화되면서
섬유 및 의류와 같은 제조업 상품의 비중이 증가함.
벨라루스

- 벨라루스 경제는 무역, 투자, 보조금(에너지가격, 직접보조금) 등의 경로를 통해 러시아와 밀접
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벨라루스에서는 기계제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이고, ICT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도 발전하고 있음.
- 수출의 경우 가공된 원자재, 승객용 자동차, 반내구 및 비내구 소비재의 비중이 소폭 상승했으
며,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의 비중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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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의 경우 비슷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가정용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의 비중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EAEU 회원국들 중
비교적 독립적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가고 있음.
- 2014년 말 국제유가 폭락의 여파로 카자흐스탄은 2015년부터 저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아직까지 카자흐스탄의 거시경제 기초는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성장
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카자흐스탄에서는 의외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큰 반면, 농업부문의 산업생산
비중은 작게 나타나고 있음.
- 그동안 원료형태로 수출하던 원자재를 최근 가공하여 수출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최종재의 비중
은 작은 편임.
- 수입구조에서 1차 산품, 중간재, 최종재의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키르키즈공화국

- 키르키즈공화국은 EAEU 회원국들과 비교적 다변화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무역, 투자, 송금액 등의 경로를 통해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음.
- 키르키즈공화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다른 EAEU 회원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키르키즈공화국은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농업과 광업이 주요 산업임.
- 특히 쿰토르금광의 생산량 증대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섬유업과 식품가공업과 같은 경공업이 존재함.
- 수출구조에서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수입구조에서 에너지 자원과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최종재의 비중은 반내구 및 비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늘어났음.
러시아

- 러시아는 EAEU 회원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며, 역내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음.
- 산업발전단계로 본다면, 러시아는 중기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을 이룩해왔음.
-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무역 대상지역별 비중이 변화되었는데, EU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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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국가들의 비중이 증가함.
- 러시아의 수출구조는 전반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1차 산품 비중이 약간 감소
한 반면,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중은 소폭 증가함.
- 수입구조에서 1차 산품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중간재 비중은 부품부분품을 중
심으로 증가했으나, 소비재 비중은 승객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감소함.

표 1.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 비교ㆍ분석
아르메니아

E
A
E
U
경
제
연
관
성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러시아

종
합

- 농업을 기반으로 한 - 기계제조, 석유화학 -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 농업과 광업을
- 주로 에너지산업을
산업구조로 인해
등의 제조업을
경제성장이 나타나고 기반으로 한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산업발전을 통한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있으며, 저유가로
산업구조를 가지며,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더디게
완만하게 나타남.
인해 경기둔화를 겪고 비교적 경제성장이
저유가로 인해
나타남.
있어 산업다각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경기둔화를 겪고 있어
필요함.
있음.
산업다각화가
필요함.

러시아
경제와의
연관성

- 무역, 투자, 송금액을 - 무역, 투자, 경제보조금 - 무역, 투자 부문에서 - 러시아와 무역, 투자,
통해 밀접하게
(에너지가격, 직접보조금, 연관되어 있으나, 타 송금액을 통해
연관됨.
etc.) 등의 경로를
EAEU 회원국에 비해 밀접하게 연관됨.
통해 밀접한 관계를
연관성이 작음.
가짐.

러시아경제
- 경제 0.63% 성장
1% 성장시1)
러시아를
제외한 EAEU
역내무역 비중

주요 산업

(노동 생산력)

- 경제 0.35% 성장

- 경제 0.09% 성장

- 경제 0.59% 성장

- 수출, 수입에서 각각 - 수출, 수입에서 각각 - 나머지 EAEU
- 나머지 EAEU
0.2%, 0.7%의 매우 1.8%, 0.2%의
회원국은 수출,
회원국은 수출,
낮은 비중을 차지함. 비중으로 연관성이
수입에서 각각 1.1%, 수입에서 각각
낮음.
2.1% 차지함.
10.7%, 26.8%
차지함.

산업발전 수준 - 산업발전 초기

산
업
구
조

벨라루스

- 산업발전 중기

- 산업발전 중기

- 산업발전 초기

-

- 나머지 EAEU
회원국은 수출,
수입에서 각각 8.9%,
7.5% 차지함.

- 산업발전 중기

- 농업 중심의 1차 산업 - 기계제조 중심의 2차 - 에너지 중심의 1차 - 농업 중심의 1차 산업 - 에너지 중심의 1차
기반이 발달
산업이 발달
산업 기반 발달
기반 구축
산업 기반 발달
- 섬유산업, 도소매와 - ICT와 같은 고차원
- 금광업을 중심으로 - 일부 첨단산업도 발전
같은 저부가가치의
산업이 발전 시작
2차 산업 발전
2차, 3차 산업기반
존재
- 농업 종사자의 생산성 -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 농업 종사자의 생산성
낮은 편
효율성 제고 필요
낮은 편

주: 1)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키르키즈공화국과 러시아의 노동생산성을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공란으로 처리했음.
자료: 저자 작성.

1) Y. D. Lissovolik, A. S. Kuznetsonv and A. R. Berdigulova, op. cit.,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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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AEU 회원국의 무역구조 비교ㆍ분석
아르메니아
무
역
구
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러시아

수
출
구
조
- 최종재: 섬유 및 의류 등 - 최종재: 식음료 제품 및 - 최종재: 비중은 여전히 - 최종재: 자본재 증가, - 중간재와 최종재의
경공업 제조품의 비중
반제품의 비중 확대
낮음.
소비재 감소
비중이 소폭 증가
증가
- 중간재: 가공된 원자재, - 중간재: 가공된 산업용 - 중간재: 가공된 산업용 - 1차 산품 비중이 다소
- 중간재: 원자재 관련된 승객용 자동차, 반내구 원자재 비중 소폭 확대 원자재 비중 증가
감소
상품 비중 감소
및 비내구 소비재 소폭 - 1차 산품: 원자재 형태로 - 1차 산품: 큰 변화 없음.
- 1차 산품: 미가공 산업용 상승
수출하던 상품들을
원자재 비중 증가
가공하여 수출
수
입
구
조

- 수입구조는 2008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음.

- 최종재: 식음료 제품 및 - 수입구조는 크게
반제품 증가
변화하지 않음.
- 중간재: 반제품의 비중이 - 중간재와 최종재가 각각
다소 증가
40% 정도의 비중 차지 - 1차 산품: 연료 및
윤활유를 중심으로 감소
-

최종재: 반내구 및
비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
중간재: 반재품을
중심으로 증가
1차 산품: 에너지 자원과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
감소

- 수입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음.
- 최종재: 승객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감소
- 중간재: 부품부분품을
중심으로 증가
- 1차 산품: 미미하게 증가

주: 1) 그림에서 맨 아래영역은 1차산품, 중간영역은 중간재, 맨 위영역은 최종재 비중을 나타냄.
2) 키르키즈공화국의 경우 2014년 데이터 부재로 해당 그림에서는 생략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2)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① 아르메니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주도산업정
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의 ‘수출주도산업정책’에서는 수출잠재력 제고와 다각화를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중점목표로 제시됨.
- 아르메니아 정부는 전통 수출산업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신성
장동력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안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
고와 클러스터 및 인프라 발전을 강조함.
- 2017년 6월 채택된 ‘정부 프로그램 2017~22’에서 아르메니아 정부는 수출주도 성장을 위해
EAEU 및 EU와의 특혜체제(preferential regime)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EAEU 틀 내에서 새
로운 수출시장 확대를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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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르메니아 정부는 2018~22년 주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메이드 인 아르메니아(Made
in Armenia)’ 홍보ㆍ유치 행사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전자 플랫
폼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 제도적인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3. 아르메니아 ‘수출주도산업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목표

내용
수출잠재력 제고와 다각화를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수출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상품 다변화: 기존 주요 수출산업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의 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중장기
중점 과제

* 2020년까지 GDP 대비 수출 비중 19%(2010년 11%) 달성(총수출액 28억~33억 달러)/금속ㆍ광물 외 수출규모를 13억~15억
달러(2010년 3.8억 달러) 달성
-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세부 과제

-

민간부문과 협력 강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역량 강화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 육성
국내시장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초국적기업 유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규제 개선 및 인프라 현대화
비즈니스 지원체계 개선: 인력개발(인력훈련프로그램 지원, 지식ㆍ기술 이전 및 공유 지원), R&D 촉진(테크노파크, 산업지대
조성, 산학공동연구 지원, 벤처펀드 설립 등)

△ 금속광업: 환경안전 이슈에 따라 새로운 안전기술 도입 필요
△ 금속가공: 환경안전 이슈에 따라 새로운 안전기술 도입 필요
△ 식품생산: 주로 주류(와인, 코냑) 수출, ‘캔’ 상품, 미네랄워터, 주스 등/글로벌 식품관리 기준 도입, 마케팅 역량 제고,
주요 수출산업
물류 루트 개발 수요 높음.
(3대 수출품:
△ 귀금속ㆍ보석 제조: 주로 다이아몬드 세공
금속,
△ 기계ㆍ기기 제작: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신기술 도입 위한 전문인력 훈련 및 유치 수요 높음. 군산복합단지 개발, R&D
다이아몬드,
활성화 계획
주류)
△ 화학산업: 제약/초국적기업 유치, 품질인증제도 도입 필요
△ 경공업: 섬유, 제봉/해외시장 정보 필요, 마케팅 역량 제고, 직업훈련 수요 높음.
△ 건축자재 생산: 돌, 비금속광물/높은 물류비가 문제점. 시장접근성 제고 및 수출역량 강화 필요
수출산업
촉진을 위한 △ 정보통신기술(ICT), △관광, △보건, △교육, △농업
연계산업
- 점프스타트(Jumpstart)전략 추진: 전통적인 수출산업 및 연계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산업발전
- ‘자원기반(resource-based) 수출 → 숙련도 기반(skill-based) 수출 → 지식기반(knowledge-based) 수출’
추진 전략

* 자원기반 수출품: 식품생산(브랜디, 캔, 미네랄워터, 주스, 과일, 채소 등), (비)금속광물 및 가공제품, 관광
* 숙련도기반 수출품: 다이아몬드 세공, 귀금속 제조, 시계 제조, 제약품, 경공업(면직), 보건 서비스, 요양시설, 의학기기 등
* 지식기반 수출품: 정밀기계(엔지니어링),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등

자료: “Strategy of Export-Led Industrial Policy of Republic of Armenia,” pp. 3-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② 키르키즈공화국
키르키즈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경제ㆍ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함.

- 이 가운데 2013년 채택된 ‘국가지속발전전략 201~17’(이하 ‘국가지속발전전략’)과 ‘수출발전전
략 2013~17’(이하 ‘수출발전전략’)은 정책적 수요(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대응책임.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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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속발전전략과 수출발전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 방향은 중점육성부문 상품ㆍ
서비스의 본원 경쟁력과 수출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있음.
- ‘국가지속발전전략’에 따르면, 키르키즈 산업정책의 주요 목표는 첫째, 중점육성부문에 초점을
둔 투자환경 개선, 둘째, 에너지 자립도 강화 및 전력수출국으로서 입지 강화, 셋째, 수력발전
활성화를 통한 기업활동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임.
- 또한 ‘국가지속발전전략’은 에너지(수력발전), 광업, 농업, 교통, 관광, 금융 등을 중점육성부문
으로 제시하고 있음.
- 키르키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2017년 8월 출범한 키르키즈 신내각의 국가프로그램 ‘40대
개혁ㆍ발전과제’(이하 ‘40대 과제’)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전망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집약적 부문의 수출잠재력 제고’, ‘지역경제 발전’ 등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키르키즈 정부는 산업정책 추진의 주요 목표와 과제로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특히 강조함.

표 4. 키르키즈공화국 ‘국가지속발전전략 2013~17’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 중점육성부문(에너지, 광업, 관광, 농업, 교통, 금융, 친환경 친기술 기반 비즈니스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환경 개선
- 에너지자립도 강화 및 전력수출국으로서 입지 강화
- 수력발전소 설립을 통한 저렴한 전력 생산 확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중점
육성분야

△ 에너지: 에너지안보 강화 및 수출잠재력 제고
→ 전력발전산업의 수익성 강화; 역내 에너지 시장에서 키르키즈의 비교우위 개발
△ 광업: 금광 및 석탄, 비철금속 개발 등 광업분야의 생산 다각화 및 투자환경 개선; 새로운 천연자원 개발 및 최신 광업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 농업: 식품안보 강화; 친환경 농산품 및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국 입지 회복
*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핵심 과제 → 관개용수 및 식수 처리 시스템
정비 긴요
△ 교통: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한계 극복 및 통과국으로서 입지 강화를 위한 교통(철도 건설, 북ㆍ남 도로 연결, 도로포장 등)
및 통신(디지털 TV 전환,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발전
△ 관광: 역내 관광 및 레크레이션 중심지로 발전
△ 금융: 금융서비스 시스템의 경쟁력 제고, 국민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자료: “НациональнаястратегияустойчивогоразвитияКРнапериод 2013~17 год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8)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③ 벨라루스
최근 벨라루스 정부는 혁신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를 중점목표로 하는 신산업정
책을 추진하고 있음.

- 벨라루스 정부는 2012년 7월 ‘산업발전프로그램 2020’을 채택했는데, ‘신산업정책’은 ‘산업구
조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지표 및 제도적 인프라 개선, 국제협력 강화, 유망 신시장 발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임.
- 특히 벨라루스 정부는 산업발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산업생산 및 수출시장 다각화, 첨단산업
발전 등을 긴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산업 발전과 생산성 제고, 수출잠재력 극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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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전통산업 및 연료ㆍ에너지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 발전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또한 2016년 12월 채택된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16~20’에서도 혁신발전과 경제ㆍ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 중점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혁신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 확대, 수출역량
제고, 생산성 높은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과제로 강조됨.

표 5. 벨라루스 ‘산업발전프로그램 2020’의 주요 내용
구분
목표

우선과제

추진단계

내용
- 경쟁력 있는 혁신산업 발전; 노동생산성 제고; 수출잠재력 실현
- 기술집약 첨단제품(바이오ㆍ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공학, 정제화학제품, ICT, 레이저 광학기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유전공학,
신소재 등) 생산기반 조성
- 전통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잠재력 제고
- 자원 및 에너지집약도 감소; 원재료 가공기술 심화
- R&D 활성화 및 투자 촉진
- 친환경기술 도입, 대체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등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
- (2011~15) △첨단산업 육성: 정밀엔지니어링, 초소형 전자공학, ICT, 의료기기, LED 기술 등; 바이오기술 발전기반 조성;
기존 미생물학 및 제약 분야 생산력 제고 △심층가공기업 육성: 목재, 농산품, 철강, 실비나이트 등 원재료 가공
- (2016~20) △전통분야(기계제작, 화학, 비금속광물 생산 등) 및 지식집약 첨단 산업 분야의 균형 발전 △기술집약 에너지
및 자원 절약기술 도입 △산업 주요 분야의 혁신활동 활성화 등

△ 전통 수출지향산업: 농기계 등 기계 생산, 야금제품 생산, 고무 및 플라스틱 생산, 직물 및 의류 생산, 식품생산 등
산업 범주 △ 연료ㆍ에너지 산업: 고효율 기술 도입을 통한 에너지생산성 제고, 에너지 구조 다변화 추진(원자력, 대체 에너지 개발)
△ 첨단산업: 나노, 바이오기술, 광학, 전자 기술 기반 산업발전 → 지식기반 상품 생산 확대; 전통산업부문에 첨단기술 도입
△ 전통산업 현대화: 기술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설비 현대화 추진(자원집약도 감소, 상품디자인 및 생신기술 개선);
국내 제조업(기계, 비금속 생산) 시장경쟁력 제고;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산업 범주별
△ 연료ㆍ에너지 산업 고도화: 에너지구조 다변화; 에너지효율기술 도입; 원자력발전소 건설,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
추진과제
△ 첨단산업: 지식, 기술기반 첨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과학기술 잠재력 극대화(전자기술, 나노포토닉스, 최신 전자장비, 나노소재
등 개발ㆍ생산 역량 제고)
△ 중소기업 육성
△ 테크노파크 등 혁신인프라 개발
산업발전
* JSC ‘Chinese corporation of engineering SAMS’와 공동으로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조성 계획
지원과제
△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친환경 산업생산 확대
자료: “ПрограммаразвитияпромышленногокомплексаРеспубликиБеларусьнапериоддо2020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8)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④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촉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2014년 8월 채택된 국가프로그램 ‘산업ㆍ혁신발전 2015~19’(이하 ‘산업혁신 프로그램’)
에 잘 반영되어 있음.
- ‘산업혁신 프로그램’은 노동생산성과 수출잠재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목표
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제조업 발전 가속화, 둘째,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
효율성 및 부가가치 제고, 셋째, 비원자재 상품시장 확대, 넷째, 노동생산성 증대, 다섯째, 제조
업 우선 육성부문의 기술력 제고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 산업발전기반 마련, 여섯
째, 제조 중소기업 및 대기업 활성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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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은 국내외 시장성과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현재의 발전수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데, 야금(metallurgy),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
품 등 6개 범주의 14개 우선 육성부문이 제시됨.
- 상술한 제조업 발전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 에너지, 교통ㆍ물류, 산업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역량 강화, 혁신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업혁신 프로그램’에서는 성장률ㆍ투자 둔화, 원자재가격ㆍ운송비용 변화 등 거시경제 리스크
와 역내 정세 변화, 유라시아 경제통합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법적ㆍ제도적 지원 미
비와 같은 규제적 리스크 등이 산업발전 실현의 핵심 변수로 지적되고 있음.

표 6. 카자흐스탄 ‘산업혁신 프로그램’의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과 혁신부문
구분

분야
1

야금

2

화학

3

석유화학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
4

혁신 부문

기계

5

건축자재

6

식료품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세부 부문
①
철금속
②
③
④

비철금속
농화학
화학제품

⑤
⑥
⑦

석유ㆍ가스정제
석유ㆍ가스화학
자동차 및 부속품

⑧
⑨
⑩

전자기계 및 부속품
농기계
철도기계

⑪
⑫
⑬

광업기계
석유ㆍ가스 생산ㆍ정제기계
건축자재

⑭
①
②

식료품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③
④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 에너지 연구

자료: 박정호 외(2016), p. 90.

⑤ 러시아
러시아정부는 2014년을 기점으로 서방의 경제제재, 저유가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화,
즉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최우선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14년 4월 러시아정부가 개정하여 발표한 국가프로그램 ‘산업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러시아정부가 2014년 12월
산업정책법(2015년 7월 발효)을 채택하여 수입대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법적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임.
- ‘산업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에서는 자력발전(self-development)과 혁신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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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첨단제품 생산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촉진, 전통산업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민간부문 재원 및 기술역량 강화 등이 중점과제로 제시됨.
- 또한 8개 하부 프로그램(운송ㆍ기계, 식품가공, 경공업, 철ㆍ금속 가공, 첨단산업 등)이 주요 육
성산업으로 제시됨과 동시에, 산업설비 현대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R&D 활성화 등이 지원과
제로 강조되었음.
표 7. 국가 프로그램 ‘산업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내용
경쟁력 있고 안정적이며 구조적으로 균형 있는 산업발전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자력발전(self-development)
혁신제품시장 창출을 위한 선진 산업기술 발전
첨단제품 생산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촉진
전통산업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민간부문 재원 및 기술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최신 생산기술을 갖춘 민간기업 육성
고부가가치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 환경 및 구조 개선
최신 혁신제품 생산 확대
수입대체화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상품, 설비, 기술의 수입의존도 감소
선진기술, 첨단설비 활용을 통한 생산효율성, 에너지효율성, 노동생산성 증대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 창출
혁신산업의 현지화 심화
(중점과제) 생산의 현지화 심화 및 수출잠재력 제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품, 기술 개발을 위한 R&D
프로젝트 추진 및 관련 인프라 개발; 인력공급체계 개선
1. 운송 및 기계 산업 발전 (기대효과) 국내시장 및 총 산업생산에서 러시아산 제품의 비중 확대; 자동차, 운송엔지니어링, 농기계,
건축기계 식품가공 부문 등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 증대; 산업부문 노동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2020년까지
최신 철도차량에 대한 국내수요 100% 충족 및 철도설비 부족 완화; 도로교통 서비스 개선 등
(중점과제) 첨단부문 수입대체화 생산설비 구축을 통한 기술자립도 제고; 국내시장에서 러시아산 제품
수요 확대; 기술상용화를 통한 새로운 혁신 생산수단의 수입대체화 촉진 등
(기대효과) 신기술(로보틱스, 디지털생산, 적층기술 등) 생산 및 관련 기업 활동 촉진; 러시아 산업의
2. 생산수단
혁신 리노베이션을 통한 수입대체화 가속화, 기계생산 및 방위산업복합체(항공기, 로켓, 우주선, 선박,
생산의 발전
발전기 등) 부문의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 감소; 러시아 엔지니어링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발전엔지니어링, 전기케이블, 공작기계, 산업로봇, 적층생산 등 부문의 수입비중 감소
3. 경공업 및 섬유산업,
(중점과제) 경공업의 국제분업체계로의 편입을 고려한 발전 촉진; 경공업 부문(합성 자재, 무두질제(봉제,
수공예품, 어린이용품
주요
신발, 가구, 자동차 산업을 위한 가죽) 기술체인 구축; 의류 및 신발 생산의 부분 현지화 촉진 등
산업
발전
하부
(중점과제) 러시아산 야금제품 소비 확대 및 경쟁력있는 희토류산업 발전; 현대식 복합재료 발전;
프로그램
4. 전통소재 및 신소재 생산 임업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임업제품 생산 확대; 화학부문 생산역량 제고 및 현대화 등
확대
(기대효과) 철금속 및 비철금속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산업폐기물 감소를
위한 기술 도입 및 관련 산업 현대화; 희토류 수입의존도 감소 등
5. 민간부문 첨단제조업 지원 (중점과제) 민간부문 첨단산업(완제품 및 부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현지화 촉진;
및 투자프로젝트 추진 ‘러시아기술발전펀드’를 통한 민간부문 투자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역량 제고 등
(중점과제) 민간부문에 경쟁력있는 국내기술 도입; R&D 활성화; 과학기술 인프라 발전; 산업디자인
6. 민간부문 R&D 활성화 및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 경쟁력있는 수입대체화 제품 생산 및 기술역량
제고;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생산설비 현대화 등
(중점과제) 산업잠재력 제고를 위한 현대식 산업인프라 발전; 산업지대 및 클러스터 조성; 산업지대
7. 산업인프라 및
및 클러스터에 선진기술과 국제적 노하우 도입ㆍ적용; 산업클러스터 차원의 산업협력 촉진; 러시아산
지원메커니즘 발전
제품의 품질 개선 및 수입대체화 촉진 등
8. 기술규제 메커니즘 개선 (중점과제) 기술규제시스템 및 국가표준시스템 개선 등
목표
중점과제 기대효과 -

자료: “Обутвержденииновойредакц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азвитиепромышленностииповышениееё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
бност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6)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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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AEU 차원의 산업정책
2014년 5월 체결된 EAEU 조약은 제29항 ‘산업정책과 협력’에서 EAEU 차원의 산업정책 수행 원칙과
목적, 방안 등을 제시함.

- 이를 근거로 하여 EEC는 2015년 9월 ‘EAEU 차원의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며, 중기
(5년) 관점에서 EAEU 역내 산업협력의 방향, 원칙, 목적, 메커니즘 등을 제시해주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최근 주요 선진 경제권에서 해외 생산공장의 국내 회귀, 첨단ㆍ혁신 산업 발전
촉진, 대체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화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표 8. ‘EAEU 차원의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회원국간 효율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잠재력 실현
산업협력 목적 - 지속적인 산업발전 역량 강화
- 회원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활동 확대
산업협력 과제 - 생산공정 자동화, 디지털 경제 전환
- 회원국의 산업생산(산출량) 증가
△ 산업협력 및 하도급(subcontracting)을 통한 유라시아 네트워크(Eurasian Network) 창출: 각국 제조업체(중소기업 포함)
간 생산 체인 구축
△ 산업생산 투자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금융기구 차관 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펀드 등 추진 수단 마련
△ 공동 ‘혁신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술 상용화 추진, 혁신기업 설립, 혁신상품(서비스 포함) 생산
△ 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유라시아개발은행(EDB)이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설비 및 자금 지원(단기: 기술 설비
임대, 장기: 각국 기업 간 협력 촉진 지원
- EAEU 시장 내 회원국의 생산품 비중 확대 및 현지화 촉진
△ EAEU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조치 수행: 역외 모조품 대응; 회원국과 제3국 간 FTA 체결의 적실성 검토 시 해당
가이드라인 및 각국 산업발전프로그램을 토대로 EEC 산업정책부 및 회원국 담당자와 논의 필요
△ 새로운 가치사슬(value-chains) 구축: 최우선 공동 프로젝트 고안 및 추진
- 새롭고 경쟁력 있는 수출지향 제조품 개발
산업협력
△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메커니즘 개발: 회원국 제조업체가 공동 생산한 제품의 수출 촉진(공동 무역관, 설비 및 기술지원
방향과 세부
센터 설립; 공동 마케팅 추진; 공동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추진 등)
과제
- 생산설비 현대화(기술 업그레이드) 및 혁신 산업 발전
△ 산업ㆍ혁신 인프라 설비 개발: 산업인프라 설비 관련 국제 및 역내 기준(standard) 도입,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공동 디지털 공간(digital space) 창출
△ 기술 플랫폼: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Eurasian Technology Platforms)(과학기술, 혁신, 제조업 분야 협력 메커니즘) 구축
△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자동화, 로봇자동화 등 첨단 기술 솔루션 개발을 위한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및
‘경쟁력 센터’ 설립 → 회원국 기계공정 분야 생산 과정에 혁신기술솔루션 도입 촉진
△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권(기술 상용화 관련 개인 및 법인의 권리 포함) 이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지식 공유 및 공동 R&D 활성화 등
- 역내 국제산업협력 활성화
△ 산업, 연구, 기술 분야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정부의 비즈니스 단체 등과 협력 강화
△ 회원국의 지속적인 산업발전 잠재력 제고, 경제 다변화, 혁신발전, 글로벌 생산체인으로의 편입 가속화 등을 위해 주요
경제협력국과 협력 강화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экономическаякомиссия(2015a), pp. 7-73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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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EU 차원의 산업협력 방향 및 세부 과제는 첫째, 회원국의 산업생산 증가, 둘째, 역내 회원국
의 생산품 비중 확대 및 현지화 촉진, 셋째,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조품 개발, 넷째, 생산설비
현대화와 혁신산업 발전, 다섯째, 국제산업협력 활성화임.
- 특히 산업혁신프로젝트로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유라시
아 기술이전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되었음.

4) EAEU 교역구조와 한ㆍEAEU 산업경쟁력
EAEU 역내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 교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교역결합도가 강해지고
있음.
- 세계 수출총액 가운데 EAEU의 수출 비중은 2005년 2.77%에서 2016년 2.20%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EAEU 역내 수출은 9.32%에서 11.86%로 증가했음.

표 9. EAEU의 교역구조 변화

자료: UNCTAD Stat, DB 자료(검색일: 2017. 10. 1) 바탕으로 산출.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397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나라는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이며, 러시아 의존도
가 약해진 대신에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나라는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즈공화국임.
한ㆍEAEU 산업경쟁력 평가

- 가공단계별 경쟁력 수준을 비교해본다면, EAEU 회원국들은 대부분 1차 산품에서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자본재, 부품, 운송장비제품, 승용차, 산업용 운송장비 등 제조업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군에서 경쟁력이 확인되어 경쟁분야가 서로 상이하다는 특징을 나타냄.
- EAEU 회원국들의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는 1차 산품 가공분야이며, 기술집약재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국의 경우 비내구재를 제외한 소비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 비해, 원자재와 에너지,
식음료품 등의 가공산업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 산업별 경쟁력 측면에서도 EAEU 회원국들과 한국 간의 차이가 분명함.

표 10. EAEU 회원국과 한국의 가공단계별 경쟁력 비교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가정용 가공식음료
미가공원자재
TSI>0,
산업용 가공식음료
가공연료
RSCA>0
가공원자재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산업용 운송장비

가정용 가공식음료
가공원자재
TSI<0,
산업용 가공식음료
RSCA>0
비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가공원자재
미가공원자재
미가공연료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자본재

미가공원자재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미가공연료
미가공연료
비산업용 운송장비 가공연료
산업용 운송장비
자본재
TSI<0,
자본재
부품
RSCA<0
부품
승용차
승용차
운송장비제품
운송장비제품
비산업용 운송장비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가정용 가공식음료
산업용 운송장비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부품
승용차
운송장비제품
비산업용 운송장비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TSI>0,
RSCA<0

산업용 가공음식료
가공연료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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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소비재

키르키즈공화국

러시아

한국

부품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가공원자재
미가공원자재
미가공연료
자본재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가공연료
운송장비제품
미가공원자재
승용차
산업용 운송장비
가공원자재
운송장비제품
자본재
가정용 가공식음료
산업용 운송장비
반내구소비재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가정용 가공식음료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산업용 가공식음료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운송장비제품
미가공연료
비산업용 운송장비
가공연료
산업용 운송장비
부품
자본재
승용차
부품
비산업용 운송장비
승용차
내구소비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가공원자재

가공가정용 식음료
미가공원자재
미가공연료
가공연료
미가공가정용 식음료
가공산업용 식음료
미가공산업용 식음료
비산업용 운송장비
반내구소비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표 11. EAEU 회원국과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
아르메니아

TSI>0, 귀금속
RSCA>0 비금속

벨라루스
농산품
건설자재
목재 및 펄프
도기류
화학제품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광공업제품
광물성연료
귀금속
철강 및 관련 제품

식음료
광공업 제품
광공업 제품
광물성 연료
TSI<0,
철강 및 관련 제품 철강 및 관련 제품
RSCA>0
건설자재
플라스틱 고무
도기류
식음료

러시아

한국

전기기계
광공업 제품
광학정밀기기
광물성 연료
수송기계
철강 및 관련 제품
비금속
목재 및 펄프
철강 및 관련 제품
비금속
플라스틱고무

농산품
건설자재
도기류
섬유제품

농산품
섬유제품
광물성연료
의료용품
제약 관련 제품
광학정밀기기
가죽제품
TSI<0,
신발ㆍ모자류
RSCA<0
잡품
플라스틱고무
수송기계
전기기계
기계류
화학제품
목재 및 펄프

비금속
신발ㆍ모자류
기계류
가죽제품
광학정밀기기
전기기계
경공업
제약 관련 제품
의료용품

화학제품
가죽제품
신발ㆍ모자류
목재 및 펄프
기타
식음료
전기기계
수송기계
섬유제품
플라스틱 고무
잡품
도기류
광학정밀기기
기계류
항공우주
의료용품
건설자재

TSI>0,
항공우주
RSCA<0

잡품
수송기계
섬유제품

비금속
귀금속
제약 관련 제품
농산품

수송기계
광공업제품
항공우주
가죽제품
식음료
신발ㆍ모자류
비금속
플라스틱 고무
광학정밀기기
기계류
목재 및 펄프
전기기계
잡품
화학제품
제약 관련 제품
의료용품
경공업
광물성 연료
철강 및 제품

농산품
화학제품
식음료
도기류
플라스틱 고무
기계류
가죽제품
광학정밀기기
전기기계
잡품
신발ㆍ모자류
섬유제품
수송기계
제약 관련 제품
항공우주
건설자재
경공업
의료용품

화학제품
잡품
건설자재
경공업
식음료
광물성연료
도기류
항공우주
관공업제품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신발ㆍ모자류
의료용품
농산품

귀금속

기계류
무기류
제약 관련 제품
섬유제품
귀금속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ㆍEAEU 교역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 EAEU 회원국들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임.
- ‘EAEU의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토대가 되는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와 잠
재력을 활용하여 유라시아 가치사슬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음.
- 국제수직분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글로벌
가치사슬로 확대해나간다면 수직분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전기ㆍ전자기기와 수송기계, 광학정밀기기산업과 부품 및 자본재 분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399

야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3. 정책 제언
1)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EAEU 회원국들의 산업정책방향과 주요 특징

- 전통적인 기존 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스마트발전시스템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 등과 같은 생명공학 및 신소
재 개발부문에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두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부문이 가장 유망한 성장동력 산업분야 중 하
나로 간주되고 있음.

2)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
신재생에너지

-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 중 하나로서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
며, 한국과 EAEU 회원국들 모두에 유망한 산업협력분야임.
- 스마트그리드시스템 구축, 초소형 발전시스템 활용 등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절감 기술 개발
도 유망함.
기계류와 부품산업

- 기존 산업의 기술 향상과 산업의 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제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협력분야임.
- 자동차부품산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보급률 증가, 역내 및 역외 수출확대 등 현지 시장
의 확장성을 고려할 경우에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 중 하나임.
제약 및 의료 산업

- 한국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EAEU 회원국들의
협력수요가 바로 제약 및 의료 분야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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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생명공학, 바이오, 나노 기술 등의 분야에서 산업협력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항공 및 우주 산업

- 한국은 로켓, 항공기, 우주선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항공 및 우주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EAEU 회원국들(특히 러시아, 일부 분야에서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은 항공 및 우주 산업 관련 선진국임.
- 양측간에 공동기술개발 및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항공 및 우주 산업협력이 가능할 것임.
IT 관련 산업

- 전자정부와 IT 실크로드 구축,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
력이 증진될 수 있을 것임.
- EAEU 역내 시장에 스마트네트워크 구축을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농업

- EAEU 회원국들은 대체로 농업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국가들에 농업은 대표
적인 전통산업일뿐만 아니라, 수입대체산업 육성 및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 차원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략분야임.
- 한국은 농업기술개발, 농기계 제작, 식품가공업 육성 등에서 산업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품종개발 등과 같은 가공기술 협력과 더불어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협
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교육, 의료, 보건

- EAEU 회원국들의 교육, 의료, 보건 수준을 고려한다면, 3대 산업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임.
- 한국은 아르메니아(요양시설,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카자흐스탄(보건 및 의료 분
야), 러시아(원자력 의료, 원격 의료, 바이오 의학세포 기술 분야) 등과 해당 분야에서 산업협력
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임.

3) 한ㆍEAEU 산업협력 추진전략
EAEU 전체 차원의 산업정책 기본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함.

- EAEU는 산업협력 방향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간 생산체인(유라시아 네트워크) 및 기술
플랫폼 구축을 표방하고 있음.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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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4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EAEU 회원국들이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협력만으로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본원적인 한계가
있음.
-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산업 현대화 및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추진, 유라시아 기
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생산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 글로벌 가
치사슬 구축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을 고려해야 함.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작업을 통해 분야별 산업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함.

- EAEU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과 장단점은 물론이고, 이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공동제품생산 및
공동시장개척 프로그램을 토대로 산업협력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가공단계별 경쟁력과 산업별 경쟁력을 통해 본다면,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
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EAEU 차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고려
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됨.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
야 함.

-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 한ㆍEAEU 산업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체계화와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양자 민관산
업협력위원회를 병행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 EAEU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라시아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과
한국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동반 진출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유라시아 시장 진출
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한국과 EAEU 간 금융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 국책 금융기관(수출입은행)과 EDB 간 금융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 있음.
- ‘한ㆍEAEU 투융자 플랫폼’ 구축, ‘북방경제협력기금’ 조성, EDB에 대한 지분 참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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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 전략 로드맵을 작성해야 함.

- 이 전략의 기본 방향 및 두 가지 핵심 목표는 EAEU와 GVC 구축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사양산업의 활성화, 국내 및 해외 비교우위에 기초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임.
-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과 동시
에, EAEU 및 국내 수요분석과 한ㆍEAEU FTA 효과분석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상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ㆍEAEU 산업협력추진단이 진출 산업 및 제품을 선정해야하며, 산
업협력 추진에 필수적인 하드웨어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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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상대적 저유가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은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저유가 환경 및 경제다각화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기업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문 중의
하나가 전력산업임.

-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경제다각화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전력은 산업 생산증대, 인구증가, 전기․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의 요인으로 소비규모가 빠르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즉 전력산업은 저유가시기에도 신규 건설, 보수 등의 프로젝트 발주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문임.
중동지역 전력산업의 정책수요는 한ㆍ중동 경협이 위축되기 쉬운 저유가시기에 국내기업의 대중동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KEPCO)를 비롯한 에너지 대기업, 발전 플랜트 및 송배전망 시공을 담당하는 건
설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중견․중소기업 및 R&D 기
업, 전력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의 진출도 늘어날 수 있음.
- 또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업체나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제도를 담당
하는 공공기관도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 진출경험과 자금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중동지역으로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기업ㆍ중소기업 협업기반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력산업의 대중동 진출은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라는 정책
에도 부응하는 것임.

- 정부는 2014년 7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한 이후 에너지 신산업 확산 및 활성화, 신재
생에너지 보급,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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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① 전력 수요 동향 및 특성
북아프리카 5개국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중동의 전력 소비량은 1,118TWh로 2000년 502TWh대비 2배, 1990년 281
TWh대비 4배 이상 증가함.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중동의 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5.8%에 달했으며, 이 중 바레
인과 오만은 각각 12.6%, 11.2%를 기록하여 중동지역 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아랍의 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중동지역
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전 세계 증가율을 계속해서 웃돌았음.
중동지역은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비중과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가정에서 과잉 전력소비를 초래하여 중동의 가정용 전력 소비량 비
중은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특히 2015년 기준 예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은 자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가정용으로 사용함.
- 가정부문에서의 과잉 전력 소비, 냉방 및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등의 요인으로 중동의 1인당
전력 소비량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 전 세계 상위 20개국 중 바레인(1만 9,224KWh), 카타르(1만
6,735KWh), 쿠웨이트(1만 5,332KWh) 등 총 5개 중동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5개국의
수치는 OECD 국가 평균 7,984KWh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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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력 공급 동향 및 특성
중동의 총전력 생산량은 전력 소비량 상승속도에 맞추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990년 311TWh 수준이었던 중동의 총전력 생산량은 2014년 1,293TWh를 기록함.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중동의 평균 전력 생산 증가율은 소비 증가율을 약 0.1% 웃도
는 5.9%를 보였으며, 바레인과 카타르가 각각 12.5%, 11.7%의 증가율을 보이며 역내 가장 가
파른 상승세를 기록함.
- 발전용량 기준으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나타냄.
- 중동국가 중에서는 이란(8만 4,825MW), 사우디아라비아(6만 9,139MW) 이집트(3만 7,032MW),
UAE(2만 9,790MW)가 가장 큰 규모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공급구조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비중이 크고, 전력 인프라 노후화 및 전쟁
으로 인한 파손 등으로 인해 송배전부문에서의 전력 손실량도 매우 많다는 특성을 보임.

- 2014년 기준 중동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같은 해 전 세계 화석연료 발전 비중인 65.9%대비
약 30.6%p 높은 96.5%를 기록함.
- 국가별로는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이 모든 전력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사우디, UAE도 각각 99.9%, 99.7%의 수치를 보이며 거의 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동은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014
년 중동 전력 생산량 1,293TWh 중 14.4%인 162TWh가 송배전과정에서 손실되었음.

③ 주요 정책과제
중동국가들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활용한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구조에서 벗어나 발전원을 다변화하
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중동 각국은 총전력 생산의 일정 비율(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2%까지)을 신재생에너지로 충
당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중동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풍속, 풍부한 일조량과 긴 일광시간, 적은 강수량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 기술진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점도 최근 중동국가들의 신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08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동은 발전용량을 확충하여 전력 공급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전력 수급 효율 개선을 통해 수요상승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중동국가들은 전력 소비 측면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각국의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제도(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를 도입함.
-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고압 송배전망 건설,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역내 투자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약 1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중동 산유국의 발전 인프라 프로젝트가 저유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기존 정부발주형 위주에서 민간자본
을 활용한 투자개발형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

- 2016년 기준 중동지역 IPP 및 IWPP 연간 발주규모는 28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GCC 국가들 위주로 민간 참여방식의 발전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모로코, 요르단과 같은 국가들은 자국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주로 IPP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 중동지역 중에서는 UAE(아부다비- 96%), 오만(70%), 모로코(40%)가 역내 가장 높은 수준의
민자 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을 보이고 있음.

2)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① 발전 인프라 확충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의 전력 생산규모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편이며 전력 수요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생산량은 역내 가장 큰 규모로 2014년 293TWh로 상승해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력 소비량도 272TWh에 달하며 전년대비 1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음.
- 2014년 기준 UAE의 전력 생산 및 소비 규모는 각각 103TWh, 96TWh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급속한 수요증가, 연료부족,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로 정전사태를 겪어오던 이집트는 발전부
문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신규 발전소 건설, 기존 발전소의 복합발전소 전환 등을 통해
발전용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력부족문제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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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인프라 투
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량을 늘리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전력공사(SEC)는 대체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발전부문 전략을 밝
히고 있으며 2032년까지 발전용량을 123GW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국가전략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전력부문 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강조하
고 있음.
- UAE 정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발전용량을 21GW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추가적인 발전용량은 원자력 26.8%, 석탄 발전 24.3%, 가스 22.5%, 태양에너지
26.1%로 구성할 계획임.
- 이집트 전력신재생에너지부(MERE: 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는
2022년까지 54GW 전력설비 증설계획을 밝히며 전력부문에 70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필요
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발전부문 진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진출이 이어져 왔음.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 및 확장 공사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진출기업은 두산중
공업,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가 주를 이룸.
- UAE에서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 계약이 186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
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원전 4기가 건설될 예정임.
- 이집트에서는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발전소 기자재 공급이 주로 이루어졌음.
중동지역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스 수요 및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스 수입국의 수입방식 다각화
방안 중 하나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가
주목받고 있음.

- FSRU는 기존의 육상터미널보다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한
천연가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중동지역 국가들은 중기적으로 FSRU를 활용하여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추세는 FSRU 선박 건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FSRU는 운영선사의 매출이 큰 편이기 때문에 운영선사 육성은 국내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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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전원 다변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 모두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전원 다변화를 위한 대체
에너지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원은 석유가 51.3%, 천연가스 48.7%로 전력 생산을 석유와 가
스에 비슷한 비중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가스 발전 비중을 확대해 발전용량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음.
- UAE는 2015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의 98.5%가 천연가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전력 생산에
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 수입증가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원
자력 등 대체에너지 발전을 활발히 추진 중임.
- 이집트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71.9%, 석유 16.8%, 석탄 2.7%로 사우디아라비
아와 UAE에 비해 발전원 구성이 다각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화석연료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저유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 국가들은 에너지부문 투자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임.

-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 원자력ㆍ신재생에너지원(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은 2032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17.6GW, 태양에너
지 발전용량을 41GW로 늘리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5년 목표기한을 2040년까
지로 연기함.
- 또한 2016년 발표된 ｢사우디 비전 2030｣은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9.5GW 달성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 제조 등 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에서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음.
- UAE는 2017년 장기 에너지 계획 발표를 통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6,000억 디르함(약 1,635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에
너지믹스에서 클린에너지의 비중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의 탄소발자국을
70% 감축시킬 계획임.
- 이집트는 가스 등 발전용 연료 부족으로 인한 정전사태가 지속되면서 석유 및 가스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 등의 발전용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은 발전원 다변화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체에너지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1단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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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함.
- UAE 두바이에서는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솔라파크 사업을 통해 1단계 13MW, 2단계
200MW, 3단계 800MW, 4단계 200MW 규모의 태양광 및 집광형 태양열 발전소(CSP:
Concentrated Solar Power)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추진할 예정임.
3개국의 신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진출해
온 반면 한국기업은 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였음.

- 향후 대체에너지 프로젝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진출부문의 다각
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술력 있는 국내기업들은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협력사를 발굴하여, 내수판매, 공동수출, 합작투자기업 설립 등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관계
를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③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은 정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민간부문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자 발전사업(IPP)과 민자 담수 발전사업(IWPP)에 대한 의존
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목표 중 하나로 IWPP 프로젝트 자본의 60%
까지를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나 산업도시인 얀부와 주바일을 제외하고
는 전력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 UAE 아부다비에서는 2000년에 처음 IWPP 방식으로 민자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1년에 첫 번
째 IPP인 슈웨이하트 3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두바이에서도 하시얀 발전소,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마크툼 솔라 파크 프로젝트 등 IPP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음.
- 이집트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이집트 최초의 민자 발전소 3기가 시디 케리르(Sidi Kerir), 수에
즈(Suez), 포트사이드(Port Said) 지역에 각각 건설되었고 이를 통해 발전용량이 2,048MW 증
대됨.
경제상황 및 시장환경 등의 변화와 함께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주도의 시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은 수직통합적인 국영 전력회사를 분할하고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SEC의 발전, 송전, 배전 부문을 분할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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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쟁력을 제고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송전회사 설립과 발전 및 배전 부문의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전력 직접구매 허용도 촉진하고 있음.
- UAE 아부다비 수전력청(ADWEA)은 민영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투자자와 합작기업 형태로 9
개의 독립 수전력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 이집트는 전력시장에서의 단일구매자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발전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력
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송전부문도 복수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2015년에 승인함.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중동지역 발전부문에 활발히 진출하였으나 대부분 EPC 사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
았음.

- 국내기업간 저가 수주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발주처와의 계약조건 협의가 원활
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발주처가 프로젝트 관리ㆍ감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업에 막대
한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함.
- 국내기업은 EPC 계약업체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민자 발전프로젝트에 사업주(developer)로
참여함으로써 발주처와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전력 수급관리 및 에너지효율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①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중동 주요국의 송배전망정책은 고압 송배전망 구축과 역내 전력망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GCC 국가들은 역내 전력망을 400kV의 고압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을 통해 연결하는 ‘GCC 지역 통합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GCCIA(Gulf Cooperation Council for Interconnection Authority)가 업무 총괄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간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GCC 지역 통합전력망은 향후 이집트, 요르단 등 주변국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UAE는 송배전망 현대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전력
손실률 축소를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UAE 정부는 2000년 이후 자국 내 전 지역의 전력 계통을 연결하는 에미리트 국가 전력망 프로
젝트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해당 프로젝트 대부분이 완료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최대 전력 생산목표를 7만 1,940MW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송배전부문에 5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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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도 11%대(2014년 기준)로 높은 전력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강화
하고 있음.
중동지역의 송배전망 현대화와 관련하여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짐.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ABB가 전력망 개선사업,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공급 등의 송배전망 관련 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GE는 2017년 4개의 132kV
신규 변전소 설치 및 기설치된 변전소 성능개선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이집트에도 알스톰, ABB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생산기지 및 지역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주
요 송배전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음.
- 국내기업들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GIS 변전소 건설, 380kV 케이블망 연결 관련 접속
자재 공급 및 시공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②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마트 미터 도입 확대, UAE는 스마트 시티 구축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250만 개의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여
스마트 그리드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UAE의 에미리트 중에서 두바이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21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도입계획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반면 이집트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 관련 정책이나 기업활동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미흡한 것으
로 보임.
중동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경제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사우디 전력공사는 2010년 6만 개의 스마트 미터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2015년부
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UAE의 두바이 수전력청은 한국전력공사와 2015년 약 300만 달러 규모의 한전ㆍ두바이 수전력
청 간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집트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은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와 자동원격검침설비(AMR: Automatic Meter Reading) 도입 위주로 진행
되고 있음.
UAE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R&D 협력, 시범 사업 등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알스톰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두바이에 스마트 그리드 센터를 개소하였으
며, UAE 현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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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두바이 수전력청과 독일의 발전 및 에너지 거래 전문기업인 RWE 그룹은 전력 공급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공동 R&D에 대한 MOU를 체결
한 바 있음.
- 국내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두바이에 ‘도시단위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 시범사업’을 통
해 진출한 사례가 있음.

③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정책 등을 통해 에너
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부터 ‘에너지 사용 효율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건물, 수송, 산업 등
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을 마련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에너지효율센터를
설립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 UAE는 급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감축과 함께 에너지 보전 캠페인, 에너지
효율등급 및 라벨 부착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이집트는 국가 에너지효율 실행계획 2012~15를 통해 이전 5개년(2007~11년) 평균보다 에너
지효율을 5%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고효율 전등 및 전기 제품 도입,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의식개선프로그램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건물 최종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
과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물 에너지관리서비스(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ervices)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건물 에너지관리수요는 정부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절감정책과 도
시개발 가속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BEMS 기업 매출액 규모는 2015~20년 사이 연평균 20.1%의 성장
률을 기록하며 2020년에는 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UAE는 GCC 국가 중 가장 비싼 전기요금과 부동산 개발의 영향으로 중동지역 내 최대 BEMS
시장으로 부상하였음.
- 2015년 기준 UAE의 BEMS 기업 매출액 규모는 1억 890만 달러였으며, 2020년에는 2억
6,780만 달러로 2015~20년 사이 연평균 19.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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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관련 기업들은 2020년 두바이 엑스포 준비를 위한 상업용 건물 건설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 에너지관리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UAE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자 함.

- 대표적인 예로 UAE 기업인 마지드 알 푸타임(Majid Al Futtaim)과 프랑스 베올리아(Veolia)
간 합작투자기업인 에노바(Enova)가 관련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도 K-BEMS 모델을 자체개발하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수출한 바 있음.

3. 정책 제언
1)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한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경제협력관계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안보’ 측면이 강조
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전력산업이 빠르게 변모하면서 에너지 협력관계가 더욱 넓어지고 있음.

- 한국은 중동 산유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 관계였으
나 2000년대 이후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중동국가들의 전력 생산에 크게 기여하
고 있음.
- 발전인프라와 ICT 기반의 전력설비부문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동 전력부문으로의 진출 확대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정책 비전 및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첫째, 한국과 중동국가들 간에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양방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수립해야 함.
- 둘째, 플랜트, 사회간접자본 등의 건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별로 협력관계를 다변화하여 컨
설팅 등 서비스부문에서도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대기업 중심의 진출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에 기반한 진출모델을 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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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① 전력부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IPP, IWPP 등 민간자본의 직접적인 지분투자가 필요한 발주형태가 늘어나면서 전력부문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 투자개발기업(developer) 또는 사업주로서 참여해야 할 필
요가 있음.

- 국내 시공사 및 운영업체와 각각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과
O&M(Operation and Management)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 단순히 EPC 업체
로서만 참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국내 대기업은 EPC 업체로서의 많은 시공실적(track record)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
여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대기업의 역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조달능력과 사업
주로서의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풍부한 유럽, 일본 등의 투자개발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함으로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417

써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국내기업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금융 및 법률 자문사, 현지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주로서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발전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현지 정부 및 업체들
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현지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내기업의 자
금조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국내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을 발굴하여 본격적인 수주전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산 콘텐츠 사용 비중
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은 자국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을 위해 자국산 자재 및 부
품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점차 국내기업의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면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
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금융기반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한국의 신용도가 경쟁국에 비해 낮아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그러나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금리 부담을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투자개발기업 간
협력을 통해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내 대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정책금융기관 이외에 국내 민간 상업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 연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민관 금융협력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 간 해외투자 지원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하고 투자개발기업
및 발주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조융자를 통해 투자개발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부는 한정되어 있는 해외투자 지원자금 풀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심사 및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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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금융기관은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신용도를 높
이고,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② 전력 기자재 수출 및 현지 생산 확대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력 기자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공
유사업을 활성화해야 함.

- 국내 중소기업은 재원조달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로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칭은 전력 기자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종류의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기본 사양과 특성이 상이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음.
- 정부 또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대ㆍ중소기업 매칭을 위한 정보공유사
업을 추진한다면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임.
많은 중동국가의 발주처 및 EPC 업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국내업체들은 UAE, 쿠웨이트 등의 많은 중동국가에서 벤더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납품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벤더 등록 시 판매 독점권을 갖게 되는 현지 에이전트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중동시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사무소가 있는 KOTRA 등을 통해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인적사항, 과거 실적 등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
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중동국가들은 비석유산업부문의 제조업 플랜트 건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면 물류비용을 줄이고 현지 업체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기자재 납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향후 합작투자
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내기업의 투자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419

③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된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을 개발해야 함.

- 전통적인 전력산업이 공급자 위주의 단방향 인프라를 이용하여 전력 수급을 조절했다면, 전력
신산업은 ICT 기반의 양 방향 전력설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전력 소비패턴에 반응하면서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것임.
- 전력 신산업의 수출모델은 전통적인 전력산업과 다른 접근이 요구됨.
- 특히 전력 신산업은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어 현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별 접근을 통한 중동 맞춤형 수출모델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현지 전력산업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음.

-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기반 전력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
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성하는 것임.
- 이 단계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지 정부에서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ODA 또는 EDCF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임.

- 이 단계에서는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 R&D, 전력 기자재
에 대한 시험․인증 등 추가적인 사업수요도 만들어낼 수 있음.
- 현지 정부 및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국산 기
자재 수출상담 또는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국내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임.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실
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조융자(co-financing)방식을 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
치적 위험이 상존하는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PRI(Political Risk Insurance)에도 가입해야 함.
- 정부는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패키지 형태의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자금조달과 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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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건설 및 제조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컨트롤타워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2016년 초반부터 논의해왔으나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 및
정책 발표 이후에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협의체 자체가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또한 기업들도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전략 수립이나 정보 공유 시 적극적으
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전력부문의 투자개발기업으로서 사업발굴경험과 네트워크를 축적해왔
고, 자금조달역량과 기술개발능력도 갖추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의 구심점으로 협의체를
주도해나가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임.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는데,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
는 것으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임.

-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찰, 시공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공유가 가능함.
- 또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스 상
담, 제품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기업들간의 협력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임.

- 이는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
록 하는 것임.
- 또한 컨소시엄 협의체가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현지 공관, 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
축하여 경쟁사의 입찰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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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프리카는 ‘지구상의 마지막 성장 엔진’이라는 식의 수식어가 붙으면서 새롭게 조
명되기 시작함.

- 그동안 아프리카를 ‘희망 없는 대륙’으로 단정했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
근 그 태도를 반대로 바꿔 ‘희망찬 아프리카’라고 평가하기 시작함.
아프리카는 그동안 자원개발시장으로서 가치가 크게 부각되어 왔으나, 10억 명 이상의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중산층(소비계층) 형성 등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음.

- 아프리카 대도시는 서구 스타일의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젊은 층 소비자들
로 넘쳐나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음.
-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가공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음.
- 오는 2025년경에는 아프리카(사하라이남) 가구의 2/3 정도가 재량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아프리카가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는 이 지역을 새로운 틈새
수출시장으로 인식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리적 거리, 열악한 물적ㆍ제도
적 인프라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상품 전시회, 구매사절단 방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진출을 통해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산업단지를 통해 한국기업이 집단적으로 진출하여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면 현지시장에서 필요
로 하는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음.
-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구매력 수준, 소비성향, 소비자 기호, 소비문화 등 여러 면에서 일반 개도
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점을 제품 특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지생산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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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통한 직접 진출로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로는 역내 경제통합체 활용을 들 수 있음.

- 아프리카 경제통합체들은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등을 형성하고 있으며, 역외국으로부터
상품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아프리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무역특혜를 받고 있는바, 산업단지를 통한 선
진국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는데, 아프리카 소비시장 현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산업단지
를 통한 전략적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10억 명 이상의 인구 규모와 빠른 인구증가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구매력 증대
및 중산층 형성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음.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평균 5%의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국민소득(1인당 GDP)은 2003~16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음.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은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50%, 2050년에는 6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도시화는 가전제품, 휴대폰, 의료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수요증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휴대폰의
경우 판매량이 2015년 170만 대에서 2021년에는 39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아프리카는 인구 10억 명 이상의 소비시장이지만, 아프리카 시장은 작은 단위로 분절화(파편
화)되어 있고 시장의 통합성이나 이동성(mobility)을 찾아보기 어려움.
아프리카의 많은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대부분이 국경 장벽으로 차단되어 있어 상품
및 인력 이동 등 경제교류가 용이하지 않고,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시장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망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인프라 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역내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역내 교역비중은 12%로 서유럽(61%), 아시아태평양(39%) 등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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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은 도심(다운타운)과 도심 주변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열악하여 도시의 활력을 찾아보기 어려움.

- 통상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도시지역에서는 교통 인프라 등의 미비로 반경 10㎞의 거리를 넘으
면 인력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아프리카 역내 경제교류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데, 국경무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아프리카는 40일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운송비용(볼티모어까지 컨테이너당 달러 기준)은 남아
시아의 두 배, 중동ㆍ북아프리카의 3.6배에 이르고 있음.

3)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협력이 확대ㆍ심화되면서 중국 공산품의 아프리카 시장침투가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음.
중국상품은 저가를 앞세우며 아프리카 전 대륙의 도시는 물론 시골지역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의류, 신발,
양말, 플라스틱 제품, 농기계류, 가전제품, 모바일폰, 건축자재, 완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 중국산 저가상품의 무차별적인 아프리카 시장침투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아프리카 거
주 중국인들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국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소규모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음.
- 흔히 이들을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오가며 ‘아프리카판 실크로드’를 개척해 왔음.
- 또한 건설근로자 신분으로 아프리카에 파견된 중국인 중 상당수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해서 아프리카에 머무르며 소규모 상점 운영이나 무역업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음.
중국산 저가상품의 범람으로 아프리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상품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중국상품의 아프리카 수출은 2000년까지만 해도 한국, 일본과 비슷하게 미미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이후 급팽창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0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상품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는 반대로 급상승하고 있
는데 1995년 2%에서 2015년에는 15%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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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프리카의 교역 상대국
교역 비중(%)

교역 순위(순위)

2000년

2015년

2000년

2015년

중국

3.0

15.9

8

1

인도

2.9

6.0

9

2

프랑스

11.3

5.9

2

3

미국

13.8

5.3

1

4

스페인

4.6

4.3

6

5

독일

5.5

4.1

5

6

이탈리아

6.4

3.7

3

7

네덜란드

2.8

3.2

10

8

영국

5.6

2.7

4

9

아프리카에서 중국상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저가’라는 매력적인 요인 이외에도 긴밀한 협력 및
교류 관계에 기인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규모 원조 및 차관 제공과 투자를 통해 경제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음.

- 일례로 중국수출입은행은 2000~15년간 아프리카에 6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는 같
은 기간 미국수출입은행이 아프리카에 제공한 차관(17억 달러)의 3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원조 확대와 함께 투자 규모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데, 소형 식품공장에서부터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영역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 최근 2년간(2015~16년)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greenfield 기준) 비중을 국가별로 보면 중
국(23.9%), UAE(9.2%), 이탈리아(7.2%), 미국(6.5%), 프랑스(4.8%), 영국(4.7%), 사우디아라비
아(3.4%), 남아공(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관계는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뛰어넘어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제품 충성도)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정부는 ‘중국 서적의 국제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수출 촉진에 나서고 있는데, 관련서적
에 대한 번역작업 등을 통해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해 오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수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상하이 정부는 ‘상하이 윈도우’ 프로
그램을 통해 남아공, 모잠비크, 나미비아, 모리셔스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 언어와 문화 관
련서적을 기증하고 있음.
- 국영방송국 및 공자연구소 개설 등을 통해 미디어, 학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소비자들의 제품구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cultural power)
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과 분위기가 폭넓게 조성되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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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권위 있는 소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소비자의 상당수는 중국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모바일폰, 전자제품, 자동차, 경공업 제품 등 중국의 많은 상품들은 아프리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시장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있음.
- 동아프리카 모바일폰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어섰음. 2015년 케냐에서는
10만 대의 모바일폰이 판매되었는데 거의 전부(98%)가 중국산 제품이었음.
- 남아공 휴대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2017년 초반 하웨이(Huawei)의
남아공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0~13%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샤오미(Xiaomi) 등의 브랜드
가 매장 개설 등을 통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중국 브랜드는 인구 1억 8,000만 명의 나이지리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TV 광고에 자주 등장하며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음.

4) 아프리카는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아프리카 소비수요의 상당 부분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데, 식품 및 음료 등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3 이상으로 아세안의 20%, 중남미의 10%를 크게 웃돌고 있음.

- 아프리카는 식품, 음료, 담배 수입에만 연간 63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 중 식품 수입액
이 35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 인구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생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2025년에는 식품 수입액이 1,100억 달러(연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자동차, 화학제품과 같은 기술집약적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데 이는 중남미 지역(37%)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표 2. 아프리카 공산품의 조달구조: 현지생산과 해외수입 비중
(단위: %)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66

79

89

가공품
(식품ㆍ음료 등)

현지생산
해외수입

34

21

11

기술집약적 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

현지생산

39

34

63

해외수입

61

66

37

자원 집약적 제품
(시멘트 등)

현지생산

85

95

96

해외수입

15

5

4

주: 아세안(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중남미(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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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산업화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현재 아프리카의 제조업 비중은 7.0% 남짓으로 개도국 평균(21%)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아프리카의 1인당 제조업 생산은 개도국 평균의 10%에 불과한 실정임.
- 일각에서는 중국 제조업 비용(임금, 지대 등)의 상승으로 경공업 기반이 아프리카로 이전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음.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임금이
낮은 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 아프리카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계층 인구가 향후 10년간 약 40%가량 증가하며,
동서 연안지역 국가들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층이 2025년까지 약 10년 만에 약 40%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의 주요 수출 내구재인 자동차와 휴대폰 구매가능인구(현재 보유인구를 포함)가 연간 4%
이상의 증가율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변화 및 소비선호를 고려하여 추정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자동차
구매가능인구는 2025년까지 약 1억 명 수준으로, 휴대폰 구매가능인구는 약 7억 명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아프리카 양대 연안 지역인 동아프리카(잠재적 구매계층인구의 연간증가율 약 7.1~7.6%)와 서아프리카
(잠재적 구매계층인구의 연간증가율 약 3.5~3.7%) 지역이 소비계층의 빠른 확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됨.

- 동아프리카 지역은 잠재적 구매계층 규모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남아공을
포함하는 남아프리카를 뛰어넘어 약 3,000만 명의 잠재적 자동차 구매계층과 2억 3,000만 명
수준의 잠재적 휴대폰 구매계층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됨.
- 인구규모가 가장 큰 서아프리카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잠재적 구매계층 규모 중
약 40%를 차지하며 연간 3.5~3.7%의 증가율로 구매계층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소비계층 형성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아프리카 내에서도 권역 및 국가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중부, 남부아프리카의 잠재적 구매층 확장속도는 연간 1~3% 수준인 반면 동아프리카의 잠재적
구매층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G20 회원국인 남아공의 경우 연간 1% 초반대의 잠재적 구매층 증가에 그치는 반면 동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의 경우 연간 1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잠재적 구매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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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특성과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이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평가됨.
한국과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교역 및 물류 관련 제반 물적ㆍ제도
적 인프라 여건이 열악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어려움.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활용이 지니는 가장 큰 의의는 현지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임.

-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구매력, 소비성향, 소비자 기호, 소비문화 등 여러 면에서 일반 개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제품 특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지생산이 중요한 수단
이라고 할 수 있음.
아프리카 경제통합체들은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등을 형성하며 역외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에 대
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음.

- 현재 SADC(남부), ECOWAS(서부), EAC(동부), COMESA(동남부), SACU(남부) 등 8개의 아프
리카 경제통합체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최근에는 3개 경제 블럭을 통합하는 ‘아프리카삼각자유무역지대(TFTA)’가 출범(2017년)했는
데, 26개국이 회원국이며 인구규모가 6억 3,000만 명에 달하고 있음.

표 3.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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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명)

GDP(달러)

회원국

통합단계

TFTA
(아프리카삼각자유무역지대)

6억
3,000만

1조
2,000억

26

FTA 출범(2017)

ECOWA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3억
5,000만

6,750억

16

관세동맹(2015)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6,100만

3,800억

5

관세동맹

COMESA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5억
1,000만

6,800억

20

FTA(2000)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1억
7,000만

1,550억

6

관세동맹(2005)
공동시장(2010)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2억
8,000만

6,400억

15

FTA(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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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로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로는 선진국이 부여하는 무역특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아프리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물론 아프리카성장기회
법(AGOA), EBA(Everything But Army)라는 무역특혜를 받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선진국 시
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3. 정책 제언
1) 산업단지 진출 대상국가와 관련해서는 에티오피아 등 동부지역 국가들을 일차적인 관심대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정량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해 한국의 산업단지 적합국가를 선정했는데 에티오피아, 탄자니
아, 케냐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상위 그룹에 포함되었음.
산업단지 진출 적합국가로 이들 동부지역 국가가 선정된 것은 북부와 서부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
정되어 있다는 점,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투자환경
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또한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공동체들 가운데 역내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역내 상품교역액이 2015년에는 23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어났음.
동부지역 중에서도 에티오피아를 한국 산업단지 진출의 최적합 국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에티오피아는 지난 10년간 10%의 높은 경제성장, 아프리카 인구대국(1억 명으로 아프리카 2
위), 아디스아바바(수도)와 지부티(지중해의 물류거점)를 연결하는 철도건설 완공(2017) 등으로
경제발전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활기를 띠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 또는 ‘차기 방글라데시(Next Bangladesh)’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디스아바바(수도)는 1987년 당시 중국 상하이를 떠올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2016년 한국 정상의 에티오피아 방문을 계기로 아디스아바바(수도)에서 74㎞ 떨어진 아다마
(Adama) 지역에 한국 섬유산업단지(30만 평, 100만 평방미터)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에티오피아가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낮은 임금을 꼽을 수 있는데, 제조업(경공업)
분야에 있어 에티오피아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중국의 1/5, 베트남의 1/3에 불과하며 탄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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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비해서도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산업단지 진출에 적합한 전략 산업 및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품공간분석(Product Space
Analysis)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단기 전략품목으로는 농산물, 광물과 관련된 가공상품군과
동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섬유 및 의류 제품군이, 중장기 전략품목으로는 기계류군, 화학제품
군, 금속제품군 등이 유망 분야로 도출되었음.
아프리카 시장은 확장성은 있지만 현재 규모가 영세하여 아프리카 역내시장과 미국, 유럽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한 업종이 진출(입주)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R. Hausmann을 비롯한 개발
경제학자들이 고안한 국가산업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방법인 제품공간분석법의 적용을 통해 입주유망
업종(품목)을 도출하였음.

- 제품공간분석법은 상품을 생산정보의 집합체로 보고 각국이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
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희소성을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으로 보고, 각 산
업 및 품목에 대해 현재 주요 수출국의 경제복잡성과 연관산업의 상품복잡성을 기초로 상품복잡
성(Product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하여 이를 기초로 국가나 산업의 생산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임.
-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이 과거의 교역형태에 정태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제품공간분석법은 RCA의 정태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국가/산업/품목의 잠재성
을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여 반영하는 이점이 있음.
-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제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전략산업이나 품목군을 선정하는 데 활용 가능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14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복잡성지수와 상품복잡성지수,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별 단기 및 장기 전략품목군을 선정함.

- 발전 잠재력, 투자환경, 역내 경제통합 수준, 한국과 협력 가능성, 선진국 시장 접근성, 전문가
정성 평가를 기초로 에티오피아,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 등 14개 국가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함.
- 가장 최근(2014년)의 전 세계 국가간 품목별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14개 분석대상국의 국가별
잠재성, 국가-산업 간 기술적 거리 등을 도출하고 이를 가중합하여 단기 및 장기 전략품목군을
선정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분류함.
단기 전략품목으로는 각국의 현재 수출가능품목인 농산물 및 금속재료를 이용한 기초가공품목군이 공통적
으로 선정되었으며, 동아프리카 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섬유, 가죽, 의류 품목군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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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전략품목은 비교적 국가-산업 간 기술적 거리가 가깝고 상대적으로 국가별 잠재성 지표인
기회이득이 높은 품목군이 대상임.
- 현재 분석대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이나 광물과 관련된 기초가공상품군
이 높은 순위를 차지함.
-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 섬유 및 의류 수출국인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에
서는 섬유나 의류 관련 품목군이 상위권에 오름.
- 도출된 단기 전략품목군에서는 한국이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수출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장기 전략품목으로는 기계류, 화학제품군, 비금속(卑金屬)군이 선정되었으며 한국이 대부분의 장기 전략
품목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보임.

- 분석대상 국가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복잡성지수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가간 품목군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주요 광물 및 석유 수출국인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에서 금속가공과 관련된 기계류군이
나 자동차, 조선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품목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 한국은 금속용 선반류, 석유수지, 합금강압연판 등 거의 모든 상위권 품목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분석대상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 전략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3) 산업단지 진출방식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업전용공단 조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개발을 주도
(또는 참여)하는 방식과 기존의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후자에 비해 훨씬 복잡한 문제와 위험이 따르고 있으므로 기존의 산업단지 진출을 우선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 옵션은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일부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방안이나 상
대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음.

- 2016년 5월 한국 대통령의 케냐 방문을 계기로 한국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회요인과 함께 여러 잠재적 위험요
인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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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인 산업단지는 모리셔스, 에티오피아, 모로코 정도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열악한 제반 물적ㆍ제도적 인프라, 국가 리더십 및
정책 부재, 전후방연관 산업 및 기술인력 부족 등 아프리카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구조적임.

- 이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중 하나는 토지
문제인데, 아프리카는 토지소유권이 불명확하여 토지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매우 높은 지역임.
- 산업단지 개발을 포함한 투자진출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로는 아프리카 관료조직의
역량부족을 들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많은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아 정책수립 및 정책이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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