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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고자 리
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2013년 12
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
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가 제한적이고 또한 국내로 복귀한 기업 업종이 한정
되어 있어 오히려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
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리쇼어링 현상 및 그 지원 정책의 배경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여러 각도에서 리쇼어링을 연구하였습니다. 우선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통계를 바탕으로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모형 연구를 통해 리쇼어링 정책
의 효과성을 점검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리쇼어링 정책과 현황을 파악함
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설계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수영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최혜린 부연구위원, 명지
대학교 남시훈 교수, 김혁황 선임연구원, 박민숙 전문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
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문을 맡아 조언을 아끼지
않은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본 연구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
견을 주신 산업연구원 문종철 박사, 숭실대학교 서정민 교수, 경희대학교 현혜
정 교수와 장용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재익 사무관과 진성익 사무관, 본
원의 김준동 선임연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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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 본원의 김정아 주임연구조원과 김정운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리쇼어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나은 리쇼어
링 정책 설계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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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
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
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
행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
행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과하고, 또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업종이 전
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통계와 경제학적 모델,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리쇼어링의 정
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고,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소싱 통계를 활용해 산업별 리쇼어링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
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을 확장시켜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
황과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리쇼어링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
고자 하였다.

국문요약 • 5

우선 제2장에서는 리쇼어링의 학술적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
이나 언론에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학술적으로 리쇼어링이 더 폭넓
게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형태의 리
쇼어링만을 포함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
외 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하여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리쇼어
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헌을 통해 리쇼어링 배경을 살펴본 결과 그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품질 개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등의 경제적
배경이 리쇼어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
링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제3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를 사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간접적 방법
으로 검토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
내의 소싱 현황 파악을 통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한국기
업의 구입액 정보를 활용하여 소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
에서 10개의 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
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외인소싱 기업의 생산
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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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리쇼어링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용이 더 낮은 경우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
산 비용이 증가하면 해외생산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을 선택한다. 그리
고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기
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동시에 오프쇼어
링의 기대비용을 낮춰 오프쇼어링 확대도 함께 나타난다. 고용 측면에 있어서
도 리쇼어링 정책은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쇼
어링에 따른 고용 이동에서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외에 리쇼어링 생
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생산효과와 노동 간의 대체비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해 볼 때 리쇼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양의 효
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대만의 정책 및 국내 정책의 현
황과 효과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
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
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2월까지 이 법률하에 국내복귀를 추진한 기업은
44개이며 주로 전자, 주얼리 등의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부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여전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 절차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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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포트’에서 주로 소개하는데 투
자를 수반하지 않는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도 포함하므로 우리보다 광범위
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14년 사이 약 700건의 리쇼어링
이 이루어졌으며, 리쇼어링은 중국 및 개도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 절
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약 60%가 중국에서 복귀하였다. 하지만 여러 통계 및 문
헌을 볼 때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
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높게 나타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것인 데 반해 유
럽의 리쇼어링은 품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리쇼어
링을 하더라도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
표로 제조업 부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더스트리 4.0 등의 산업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 초판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4년에는 ‘Bring Jobs Home Act’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를 철
폐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의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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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
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
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9월~09년 3월까지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
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우선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
조업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
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
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리쇼어링의 개념 역시 기존 협
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웃소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
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위치별 비용정보나 공급망
체인 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도 가능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리쇼어링 정책
없이도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투자별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여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
자지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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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
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말한다.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
기를 겪은 2009년 이후 제조업 강화를 주목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여러 선진
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오프쇼어링이 진행되면서 저임금 국가로 제조업
생산기능이 이전됨으로써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선진국들은 제조업이 튼튼
해야 경기침체 시에도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아래 제조업 강
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생산기능을 국내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또한 시장적 요인에 따라 본사가
있는 국내로 자발적으로 복귀하는 다국적기업의 사례도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
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국내 사업장을 신설 혹은 증설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에게 조세 감면, 입지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 등의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2013년 12월 이후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하여 실제로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가 적고 돌아온 기업들의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이 연구는 리쇼어링이 무엇이며 어떠한 배경 아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학
술적으로 알아보고,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오프쇼어링 통계를 통한 리
쇼어링 가능성 파악, 리쇼어링의 이론적 모형 연구를 통한 정책 효과성 파악, 국
내외 리쇼어링의 정책과 현황 파악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리
쇼어링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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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이 보고서는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 정책에 대한 배경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리쇼어링을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
서는 리쇼어링의 학술적 정의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정책이나 언론에
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학술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리쇼어링이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기업들
이 본사가 위치해 있는 본국으로 생산위치를 다시 옮기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때 흔히 사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즉 생산공장을 소유
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나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리쇼어링의 개념도 있음을 보
였다. 즉 오프쇼어링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
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을 이용하는 등 아웃소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의 일
부를 조달할 경우에도 리쇼어링에 해당한다. 아웃소싱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조
달하는 생산이 증가하므로 리쇼어링의 경제적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경제적 배경은
크게 비용적 배경과 비용외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프쇼어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축소된 한편, 오프쇼어링
을 통한 생산품의 질이 예상보다 낮거나 소비자의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
는 등의 비용외적 요소가 중요해지면서 리쇼어링이 일어나게 된다. 오프쇼어링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일어난 반면 리쇼어링에 대해서는 미국, 유
럽 등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유재민
(2013)은 정책의 배경으로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등 세 가지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
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리쇼어링은 생산설비의 자동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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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기 어려우며, 리쇼어링의 경우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하여 매우 한정
적이어서 외국인투자의 대안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통계를 사용하여 리쇼어링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사용
하였다. 먼저 한국의 기업 데이터에 나타난 오프쇼어링 현황을 통해서 리쇼어링
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본 결과 산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구입액을 구입한 지역의 국내/해외 여부, 구입한 회사의
관계회사/비관계회사 여부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발표한다. 이를 사용하여 기
업별 소싱 형태를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 국내인소싱, 국내아웃소싱의 네 가
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소싱 양상은 해외소싱보다 국
내소싱이 높고, 인소싱보다 아웃소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계의 이론적 예측
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국내소싱이 전체 소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 10개 산업에서 해외소싱의 비중이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따라서 해외소싱 비중의 감소폭은 다르나 리쇼어링의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해외인소싱을 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그 뒤로 국내인소싱과 해
외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은 유사하게 나타나며, 국내인소싱을 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ntràs and Helpman
(2004)의 결과와 유사하다. 오프쇼어링을 시행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뒤바꿀 수 있는 정책을 성
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 소개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무역의 부가가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여 주요국별로 전체 부가가치 중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계산한 결
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모두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는 경우
는 나타나지 않았다. 리쇼어링이 실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최근 들어 감소해야 하나 그러한 추세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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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까지만 제공되므로 최근의 추세를 알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제4장은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
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리쇼어링의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영
향을 연구한다. 기업들은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의 비용이 더 낮은 경우 해외생
산을 택하여 오프쇼어링을 하게 된다.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오프쇼어링의 추가비
용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일부 오프쇼어링을 한 기업
들은 본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가 리쇼어링에 대한 장
려정책을 시행하여 리쇼어링의 비용을 낮추는 경우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이 낮아져 오프쇼어링이 늘어나는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이런 부분은 고용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했을 때 가장 쉽게 드러나는 효과는 이동효과로서, 기업이 특정 직무
를 국내로 옮겨오거나 해외로 내보냄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변화다. 리쇼어링을
할 때는 직무가 국내로 들어와 국내노동 고용이 증가하고, 오프쇼어링을 할 때는
반대로 감소한다. 리쇼어링 정책은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을 낮춰서 오프쇼어링
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으므로, 이동효과에 따라서 국내고용은 증가하는 효과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양의 고용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
다. 또한 리쇼어링 정책이 국내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이동효과뿐만 아니
라 생산효과와 대체효과도 있다. 생산효과는 오프쇼어링이나 리쇼어링이 일어날
때 생산비용의 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달라져 고용을 변화시키는 효과이다. 대체
효과는 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의 상대비용 또는 생산되는 직무들간의 상대비용
이 달라지면 보다 비용이 저렴한 조합으로 생산을 하게 되므로 숙련노동과 저숙
련노동 간 혹은 직무들간에 대체가 일어나 고용을 변화시키는 효과다. 생산효과
와 대체효과의 존재 역시 고용에 영향을 미치며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 고용을 늘
리는 방향으로도, 혹은 줄이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리쇼어링이 고용
에 양의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보장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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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의 정책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투
자를 시행하는 경우 조세, 보조금,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해외진출 기
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혜택을 받아 국내
복귀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기업은 2012년에서 2018년 2월까지 총 90개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 복귀를 시행한 기업은 44개이다. 국내에
복귀한 기업들은 최선 정책과제로 투자 및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꼽고
있으며 인건비 인하 및 원활한 인력수급 역시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포트에서 주로 소개
하며, 이 때 리쇼어링의 정의는 제2장에서 제시한 네 가지 경우의 리쇼어링, 즉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도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에서 흔
히 사용하는 리쇼어링보다 더 광범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에 따르면 2010~14년 사이에 일어난 리쇼어링의 건수는 694건에 이른다. 그러
나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문헌
에 나타난다. 리쇼어링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미국 전체 고용의 5% 미만이
며 여전히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사 수는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2)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과 아일랜드로
서, 중간 규모의 기업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
의 가까운 거리가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주된 리쇼어링 요인
이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인 데 반해서 유럽의 주된 리쇼어링 요인은 품
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
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오프쇼어링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표로 제조업 부활정

* 초판 “또한 미국은 2014년 ‘Bring Jobs Home Act’를 통과시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를 철폐
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함께 추
진되고 있다”의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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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기술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동화를 비롯한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 발 앞서 유턴투자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왔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
만 복귀 의사가 있는 약 10%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기
업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홍콩증시와 대만증시의 상호 상장을 허가해주는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06년 9월~09년 3월에 이르기까지 255개의 기업이
복귀하여 448억 대만달러를 대만에 투자하였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 기업이 복귀하여 1,056억 대만달러를 투자하였다. 대만은 유턴기업의
투자유인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만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지원
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6장은 앞 장들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리쇼어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기존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 등의 목표는 자동화가
수반되고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리쇼어링의 특성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
라의 실정과 맞지 않다. 따라서 좋은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을 리쇼어링의 목표로 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리쇼어링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한 후
맞춤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아웃소싱에서 국내아웃소싱으로 리쇼
어링 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리쇼어링의 개념을 확대하
여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제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리쇼어링 정
책이 반드시 리쇼어링 및 고용 증가로 단순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
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위하여 위치별 비용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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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공급망 체인 형성을 도와주는 방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에는 리쇼
어링 정책이 없어도 국내복귀 기업이 증가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 중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 종류별로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명한 투자지원제도를 제
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리쇼어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국내 리쇼어링 문헌은 대체로 협의의 리쇼어링, 즉 해외투자를
철수하거나 축소하고 국내투자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형태만을 리쇼어링으로
정의하는 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아웃소싱을 포함하는 광의의 리쇼어링 정의를
사용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별 소싱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술적 정의와 부합
하는 소싱 형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현황 자료를 제공한다. 즉 리쇼어링을 해
외의 기업 소유 공장에서 생산(해외인소싱)하다가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ㆍ증설
(국내인소싱)하며 복귀하는 경우, 해외인소싱을 하다가 국내에서 독립된 다른 기
업을 통해 생산(국내아웃소싱)하며 해외생산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
외아웃소싱에서 국내인소싱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아웃소싱에서 국내아웃소
싱으로 복귀하는 경우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누는 것이 리쇼어링 학계의 일반적인
접근이다. 이러한 리쇼어링의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 본 연구는 기업의 구입액 정보를 활용한다. 구입액 정보는 기업이 최종재 생
산을 위해 구입하는 원자재나 중간재가 ① 해외 자회사 ② 해외 독립회사 ③ 국내
자회사 ④ 국내 독립회사 중 어디서 얼마나 조달되었는지 금액으로 제공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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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소싱(sourcing) 정보를 사용하여 리쇼어링의 형태를 파악하는 시도는 이
연구가 처음이다. 리쇼어링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러한 시도는 국내의 소싱 현황을 통해 리쇼어링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리쇼어링의 정책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리쇼어링의 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
중 특히 공급망경영(Supply Chain Management)1) 문헌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리쇼어링 정책의 배경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리쇼어링 정책의 시작 배경이 된 제조업 강화정책이
2008~09년의 금융위기 속에도 고용을 견고하게 유지한 독일에 대한 벤치마킹
의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제조업이 실제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 결과 2008~09년 동안 독
일이 예외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노사정의 화합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독일의 독특한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시장 정책에 있다는 점을 문
헌연구를 통해서 밝혔다. 즉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조업 강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리쇼어링 정책을 제조업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기에는 그
당위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은 제조업 강화보다는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여부를 떠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
다. 해외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산업은 해외에서 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시장적 요인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국내복귀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정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리쇼어링 장려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모형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쇼어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인 현실이라 리쇼어링 장려정책의
1) Stentoft et al.(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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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은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데이터의 제
한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리쇼어링 장려정책의 효과를 오프쇼어링 모형을 토대
로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오프쇼어링에는 예기치 못한 추
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 비용이 국내생산비용을 상회할 경우 리쇼어링
이 가능하다는 점, 리쇼어링을 시행할 경우 별도의 고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추가적인 가정으로 설정한 뒤 리쇼어링 정책이 리쇼어링과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리쇼어링 장려정책은 리쇼어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오프쇼어링의 위험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또한 불러오므로 리쇼어링과 오
프쇼어링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리쇼
어링 장려정책 시행 시 고용이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였다.
넷째, 이 연구는 리쇼어링의 해외 사례와 정책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해외 전
문가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리쇼어링에 구체
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연구를 통하
여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한 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선택하여 일어나는 제한적
인 현상이며, 이것은 각국의 공통적인 특징임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턴
기업지원법｣을 통해 국내복귀를 하는 기업의 수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리쇼어링의 정책 목표를 국내복귀 기업의 양적 팽창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유럽의 리쇼어링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리쇼
어링 지원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대신 산업정책의 한 방향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리쇼어링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였다.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서는 대만에서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
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한 바 있음을 문헌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해외진출 기업의 전수조사 실시와 같은 직접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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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되돌리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언론
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유사한 여러 용어와 함께 사용하므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리쇼어링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또
한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을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알
아보고, 정책적 배경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1. 리쇼어링의 개념 정의
리쇼어링(reshoring)은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되돌리는 행위를 일컫는
다. 따라서 리쇼어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프쇼어링을 먼저 정
의할 필요가 있다. 널리 통용되는 오프쇼어링의 정의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2)에 나타난다. 즉 오프쇼어링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을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
서 리쇼어링은 본사가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는 제조업이나 서
비스 생산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공급망이론
측면에서 리쇼어링을 연구한 Gray et al.(2013)이 제시하는 리쇼어링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즉 ① 리쇼어링은 근본적으로 위치결정의 문제이고 ② 리쇼어링
은 오프쇼어링이 선행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며 ③ 위치결정은 틀린 결정일 수 있
다는 것이다.
기업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을 수행할 위치를 결정할 때, 기업은 그 기능
을 기업 내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 혹은 외부에 맡기거나 시장을 통하여 수행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즉 인소싱(insourcing)을 통해 기업 내에서 생산

2)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 p.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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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기업이론에서 제조 혹은 구매(make-or-buy) 결정이라고 불린다. 제조
혹은 구매 결정은 기업이론에서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 결정요인과 효과에 관해
선행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제조 혹은 구매 결정을 오프쇼어링에 적용하면 오프
쇼어링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를 수반하는
해외인소싱(foreign insourcing)과 해외직접투자를 수반하지 않아도 되는 해
외아웃소싱(foreign outsourcing)이다.
오프쇼어링에 두 종류가 있으므로, 오프쇼어링을 되돌리는 리쇼어링은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네 종류가 존재할 수 있다.3) 첫째 종류는 해외인소
싱을 하다가 본사가 있는 국내로 돌아와 국내인소싱을 하는 경우이다. 첫째 종류
의 리쇼어링은 해외에서의 투자회수와 본국에 대한 신규투자가 수반된다. 언론
에서 자주 언급되는 리쇼어링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종류의 리쇼어링은 해외인
소싱을 수행하다가 해외 지사를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
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외투자의 회수는 어느 정도 수반되나 국내 신규투자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종류의 리쇼어링은 해외아웃소싱을 하다가 국내
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해외투자 철수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
아도 되지만 국내의 신규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 경우는 해외아웃소싱을 하다
가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해외투자의 회수나 신규투자는 수반되지
않는다. Economist(2017)에 실린 사례로 영국에 본사가 있는 과자 생산자가
과일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구매하여 원료로 사용하다가 브렉시트로 인하
여 영국에서 과일을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네 번째 종류의 리쇼어링에 해당
한다.4)

3) 이 분류는 Gray et al.(2013), p. 28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였다.
4) 일부 연구에서는 리쇼어링을 오프쇼어링한 국가에서 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위치를 변경하는 모든
경우로 정의하기도 한다(Fratocchi et al. 2014, p. 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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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리쇼어링의 종류
종류

오프쇼어링 → 리쇼어링

1

해외인소싱

국내인소싱

2

해외인소싱

국내아웃소싱

3

해외아웃소싱

국내인소싱

4

해외아웃소싱

국내아웃소싱

자료: Gray et al.(201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리쇼어링의 종류를 구별할 때 제조 혹은 구매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네 가지로
나누는 위의 방법은 최근 문헌에 나타난 리쇼어링 정의와도 일맥상통한다.
Wiesmann et al.(2017)은 국제 학술지에 실린 22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리쇼
어링은 제조 혹은 구매 결정 문제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리쇼어링은
위치결정과 함께 기업조직(firm organization)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te(2014) 역시 리쇼어링 문제는 어떤 나라에서 제조 혹은 구매를 수행
할지 결정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리쇼어링의 학술적인 정의는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정책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3년 8월에 통과되고 2013년 12월부터 사용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 기업의 정의는
[표 2-1]의 첫째 종류와 가장 가깝다. 국내복귀 기업의 정확한 정의는 제5장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으나, 법률상 리쇼어링 기업의 정의는 해외투자의 회수 혹은
국내 신규투자가 수반되는 첫째 종류의 리쇼어링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쇼어링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효과가 둘째에서 넷째 종류의 리쇼어링에서도 나
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리쇼어링 기업의 정의가 좁은 의미에 한정된 것은 아
쉬운 부분이다.
학술적으로 쓰이는 리쇼어링과 유사한 용어로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5)
백쇼어링(back-shoring), 온쇼어링(on-shoring) 등이 있다. 니어쇼어링은 오

5) 니어쇼어링의 예로는 제5장 제2절 가.에 나타난 코치(Coach)의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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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쇼어링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의 위치를 되돌리되 본사가 있는 본국이
아닌 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로 되돌리는 것을 일컫는다. 백쇼어링은 리쇼어링
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온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의 반대 개념으로 국내에
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리쇼어링은 오프쇼어
링을 되돌리는 것이 수반되는 반면, 온쇼어링은 과거의 형태와 관계없이 본국에
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을 위하여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
한다.

2.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되돌리는 선택이며, 수직
적 해외직접투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리쇼어링을 결정하는 경제적
배경은 오프쇼어링 및 수직적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의 결정요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먼저 관련 문헌에서 나타나는 오프쇼어링의 결정요인은 무엇보다 해외생산기
지의 낮은 임금과 무역자유화로 인한 무역비용의 감소이다. 무역비용이 감소할
수록 기업들은 해외의 저임 노동을 사용하기 위하여 오프쇼어링을 실시한다.
1980년 이후 무역자유화가 심화되면서 최근의 무역둔화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
간재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오프쇼어링을 하는 기업이 해외인소싱 형태를 선택할 경우 수직적 FDI가 수
반된다. FDI는 투자의 목적이 최종재 생산과 현지시장 진출에 있는 경우 수평적
FDI로 구분되고, 투자 목적이 중간재 생산에 있는 경우 수직적 FDI로 구분된다.
FDI 관련 문헌에 따르면 수직적 FDI의 결정요인은 요소부존량이다(Help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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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Helpman and Krugman 1985). 저숙련노동이 풍부한 나라들은 저숙
련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숙련노동이 많은
나라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본사 서비스는 본국에서 수행하고
저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공정은 수직적 FDI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수
행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저임금 이외에 수직적 FDI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관세,
운송비용, 기타 요소비용이 있을 수 있다(Markusen 1995).
이와 같이 오프쇼어링과 수직적 FDI에 관한 문헌은 비용요소를 가장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최근의 문헌은 비용 이외에 기업의 생산성을 또 다른 결정
요인으로 본다. Antràs and Helpman(2004)은 일반균형 이론모형을 개발하
여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해외소싱을 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국내소싱
을 함을 보였다.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시장 진입을 위한 고정비용이
해외인소싱에서 가장 높고, 그 뒤로 해외아웃소싱, 국내인소싱, 국내아웃소싱 순
서로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무역이론 문헌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일치한다는 연구가 이어졌다. Kohler and Smolka(2012)는 스
페인의 미시적 자료를 사용하여 생산성과 오프쇼어링 패턴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반영하고, 생
산성이 높은 기업이 높은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해외소싱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유인은 역시 해외생산에 따른 비
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리쇼어링의 근본적인 경제적 배경은 오프쇼어링의 최대 유인인 비용 절감 효
과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 리쇼어링과 연관이 있으면서 비교적
더 오랜 기간 연구된 주제는 투자철수(divestment)이다. Benito(1997)는 기업
의 전략적인 투자철수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비용상승
으로 인한 이윤 감소, 시장 수요 감소, 경쟁 심화 등이 투자철수의 요인으로 작용
한다. 기업들은 운영비용의 상승분과 철수비용을 고려하여 철수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때 철수비용으로는 현재 투자된 사업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 사업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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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진 인적, 물리적 자원 등이 있다. Seo(2013)는 Benito(1997)가 주장한 철수
비용을 강조하며, 투자의 철수비용이 리쇼어링의 결정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강
조한다. 본사와 지사 간의 상호의존성, 기업의 이미지 손상, 투자대상국의 제도
등의 철수비용 가운데 Seo(2013)가 특히 강조하는 철수비용은 제도의 측면이
다. 이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제대로 철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철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데, 이들 기업은 철수에 따른 제도적인 비용
이 높고 행정적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정도로 길기 때
문에 무단철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결정요인에 대해 직접 연구하는 논문은 2008~09년의 금융위기 이
후 리쇼어링 정책이 처음 실시된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으로 주요하게 지목된 요인은 비용 상승이다. 과거에 저임금, 저비용
국가로 여겨지던 곳에서 임금과 운송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실
제로 Zhai, Sun, and Zhang(2016)에 따르면 중국의 2000~11년 사이 도시
근로자의 임금은 1,127달러에서 6,494달러로 4.7배 상승하였다. 임금을 비롯
하여 오프쇼어링의 비용 측면에 영향을 미쳐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요소들로
Stentoft et al.(2016)이 지목한 사항이 [표 2-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2.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비용 측면
비용 측면의 리쇼어링 결정요인
1

임금 상승

2

운송비용 상승

3

예상보다 높은 운송비용 및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s)

4

실질비용 계산 오류

5

에너지 비용 상승

6

국가별 생산성 격차

7

소량 생산 필요 발생

자료: Stentoft et al.(2016)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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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요인뿐만 아니라 비용 외 요인도 리쇼어링의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오프쇼어링은 비용 절감이 그 주된 요인이다. 반면 비
용 절감을 목표로 오프쇼어링이 최적일 것이라고 결정하고 진행하였을 때 예상
외의 요소가 존재하여 오프쇼어링이 더 이상 최적이 아닌 결과가 나타났을 때 기
업들은 종종 리쇼어링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Gray et al.(2013)이
위치결정은 틀린 결정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프쇼어링한 나라에서 겪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소로 Ellram, Tate, and Peterson(2013)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환경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제조시설과 소비자 간
거리로 인한 응답시간 지연, 환율 변동성 등이다. 이러한 비용 외 요소들은 리쇼
어링을 결정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Stentoft et al.(2016)이
이러한 요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바, 이는 [표 2-3]에 요약되어 있다.

표 2-3.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비용 외 측면
구분

주요 문제

상품의 질

상품의 질이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함.

시간과 유연성

수요의 불안정성

배송 시간
생산과 배송의 확실성
연구개발 자원에 대한 근접성
기술에 대한 접근성

숙련노동의 가용성
새로운 기술과 자동화 사용
전문지식과 지식재산권 도용

위험

가치사슬의 연결 미비
환율 변동
애국심, 충성도

시장

“Made in X” 효과
소비자와의 근접성
시장 규모 감소
정부의 인센티브

기타 요소

본사 활동의 중요성 증가
잘못된 선택의 교정

자료: Stentoft et al.(2016), p. 58, [표 3, 4]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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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 나열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품의 질이다. Stentoft et

al.(2016)은 20편의 리쇼어링 논문을 검토하여 리쇼어링의 결정요인을 정리하
였는데, 그중 12편의 논문에서 상품의 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
어 Kinkel(2014)는 유럽제조업조사의 2007~09년 자료를 토대로 57.9%에서
80.0%의 기업들이 상품의 질을 리쇼어링의 결정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밝힌다.
Martínez-Mora and Merino(2014)는 스페인의 신발산업계 CEO에 대한 심
층조사를 통하여 리쇼어링의 원인을 밝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에
오프쇼어링 붐이 일었을 때 상품의 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한 일부 신발제조업체
들은 오프쇼어링을 하지 않았다.
상품의 질 다음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리쇼어링의 비용 외적 결정요인은 유
연성이다. Martínez-Mora and Merino(2014)는 두 가지의 유연성 측면 요인
에 주목한다. 첫째, 2008~09년의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어 수
요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둘째, 수요 변화로 인하여 패션업계의 대
형 유통업자들이 이제 계절에 따른 상품 업데이트를 더욱 자주 해야 한다는 점이
다. 이러한 변화는 스페인의 신발업계도 건당 주문량을 줄이는 한편 발주 건수는
늘려야 함을 의미한다. 오프쇼어링은 건당 주문량이 높고 약 1년까지 시간을 두
고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된 수요에 맞추기에는 국내생산이 더욱 유리하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스페인의 신발업계에서 많은 기업들
이 중국에서 스페인으로 리쇼어링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Made in X” 효과는 리쇼어링의 결정요인으로 자주 등장한다.
Canham and Hamilton(2013)은 뉴질랜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Made in X” 및 애국심 요인이 오프쇼어링을 하지 않은 원인 중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위험 등의 요인
은 리쇼어링의 결정요인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요인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는 리쇼어링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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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제적 세금제도가 다국적기업의 위치선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OECD는 2015년에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즉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 문제를 다루기 위한 15개의 행동강령을 발표한 바 있
다. BEPS는 다국적기업들이 소득원천 지역을 옮기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
여 세금을 피하는 것을 일컫는다. 법률 및 세금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BEPS의 규
모(Dharmapala 2014), BEPS가 다국적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Smith 2014), BEPS 행동강령이 제공하는 기회(Stewart 2014) 등을 다룬다.
이 행동강령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위치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은 아
직 미미하나, 전략적 리쇼어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리쇼어링에 관한 여러 국내 문헌은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한 기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요인을 조사하였다. 전인
우, 문선웅(2011)은 2007년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
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국가별, 업종별 분포를 고려하여 국내복귀 관련 사항을 설
문조사하였다. 이후 U턴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투자 규모와 총 종업원 수 등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사양산업 또는 저가 제품을 생산할수록 U턴 가능
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요, 정진섭(2013)은 중국과 동남아국가(베
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복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율, 시장의 질(시장의 세련도와 지재권 보호 정도), 기업 자유도(외투기업의 설립
용이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 규모와 투자개방도(외투에 대한 혜택과 규제 정도)
가 낮을수록 복귀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연구 중 이다원,
성주한, 오준석(2014)은 한국 중소제조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교육 수준, 연구개발,
사회 인프라, 클러스터, 생활환경 등 관련 조건이 악화될수록 국내로 복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성훈, 이수행(2014)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U
턴 이유 또는 배경과 기업이 선호하는 지원 정책 등을 설문하여 조사하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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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과 중국 내 임금상승이 주요 U턴의 배경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와 현지
매출 비중이 작을수록, 디자인 경쟁력이 높을수록 U턴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3. 리쇼어링의 정책적 배경
오프쇼어링은 경제적 유인에 따른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일어난 반면
리쇼어링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
리나라와 미국, 유럽, 대만 등의 리쇼어링 정책은 제5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
고 본 절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의 추진 배경과 동기에 대하여 알아본다.
리쇼어링 정책은 미국에서 제조업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08~
09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김보민 외(2014)는 미국 제조업 부활정책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째, 금융위기 때 미국의 실업률은 급등하였지만 독일의 고용은 금융위기 속에서
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배경이 독일의 견고한 제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의 제조업은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뒤처졌지만 독일은 제조업을 유지하였
기 때문에 거시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각성이다. 둘째, 프
랑스와 중국 등도 제조업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작하였다. 셋째, 중국과 미국의
임금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 생산의 비용 절감효과가 감소하였다. 넷째, 셰일가
스가 생산되면서 일자리가 증가한 동시에 에너지 비용이 감소하여 제조업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제조업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리쇼어
링 정책이 함께 추진되었다. 미국은 정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한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미국 리쇼어링 정책의 영향을 받아 추진되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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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리쇼어링 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은 반면 유사한 법이 한국에서는 통과되었
다. 흔히 ｢유턴기업지원법｣이라 불리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2013년 6월에 통과되었고,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6)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들에게 조세감면, 설비투자금 지원 등 각종 지
원을 제공한다. 유재민(2013)은 ｢유턴기업지원법｣이 통과된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리쇼어링을 통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리쇼
어링은 국내 고용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리쇼어링이 외국인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리쇼어
링이 국내 투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턴기업
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의 추진 배경은 제조업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미국 리쇼어링 정책의 배경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
한 배경을 뒷받침하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제조업 강화 수단
먼저 리쇼어링을 통해 제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동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조업 부활 혹은 제조업 강화정책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는 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Atkinson(2011)은 다른 선진국
에 비하여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고용감소가 심각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과 독일의 제조업 성과를 대조한다. 그는 따라서 미국도 독일과 같이 기초과학뿐
만 아니라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에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조업의 강화를 통해서 거시적인 변동 속에서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경제학적 근거가 빈약하다. 2008~09년의 금융위기 동

6) 이 법률의 자세한 내용과 활용 현황은 제5장 1절의 나.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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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독일의 고용이 강건하게 유지된 것은 사실이나, 그 배경은 제조업보다는 노동
시장의 특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Dustmann et al.(2014)은 1990년대에 ‘유럽
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의 경제가 2005년 이후에 크게 좋아지면서 ‘유럽의 수퍼
스타’가 된 배경은 바로 독일의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주장한다. 독일 노동시장
의 구조는 직원조합(employee association), 노동조합(trade union), 직장협
의회(works council)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협의회는 독일에서 오랜 역사를 지
니고 있으며 노사간의 원만한 조율을 이끌어내고 파업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Cooper, Meyer, and Schott(2017) 역시 2008~09년에 독일
의 고용이 견고하게 유지된 까닭은 직장협의회와의 조율과 특별 기금을 통하여
노동자당 노동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제조업 부활정책의 동기를 제공한 독일의 견고한 고용 사례는 제조
업 자체보다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고 학술적으
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제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
장은 그 근거가 취약하다.
제조업이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주장은 Chang(2012)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그는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디자인과 공학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이 함께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제조업이 국가의 성장에서 중요
하다는 것이지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것과는 별개이다.
또한 국가 성장을 위해서 제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0.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이다.7) 유럽위원회는 제조업 강화를 강조하며 2020년까지 제조업에서 창출되
는 부가가치 20%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유
럽의 목표를 훨씬 웃돈다. OECD 국가들의 제조업 비중은 [표 2-4]에 나타나있
다. 2014년에 제조업 부가가치가 높은 10개국에는 OECD 국가 중 한국, 독일,
7)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추이는 [글상자 2-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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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위스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낮은 10개국에는 호주, 영국, 캐나
다, 프랑스 등이 있다. 미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4년 12.3%로 나타나
고 OECD 평균은 15.0%이다.

표 2-4.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위 10개국

하위 10개국

순위

국가

제조업 비중

순위

국가

1

대한민국

2

체코

3

헝가리

23.1

제조업 비중

30.2

1

룩셈부르크

5.6

26.8

2

호주

6.9

3

노르웨이

7.6

4

독일

22.9

4

그리스

9.5

5

슬로바키아

21.7

5

영국

9.9

6

아일랜드

21.5

6

캐나다

10.4

7

일본

19.9

7

프랑스

11.3

8

스위스

19.0

8

네덜란드

11.4

9

터키

19.0

9

뉴질랜드

11.9

10

폴란드

18.9

10

칠레

12.2

주: 2014년에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같은 해 OECD 평균은 15.0%이고 미국의 수치는 12.3%임.
자료: 세계은행, http://worldbank.org/(검색일: 2018. 5. 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강화정책의 필요성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여
낮으므로 제조업의 비중 향상보다 질적 향상이나 고부가가치로의 전환 등 다른 방
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적으로 제조업 강화 수단으로서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유인 또한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

나. 일자리 창출 수단
리쇼어링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프쇼어링으로 인하
여 잃어버린 일자리를 일부라도 다시 찾자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프쇼어
링이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Pierce and Sch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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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였
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게 2000년에 영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지위를 부여하여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관세가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은 2000년에
1,700만 명을 고용하였으나 2009년에 1,100만 명을 고용하는 데 그쳐 9년간
35%의 일자리가 사라졌다.8) 그러나 같은 기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지속적으
로 상승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고용 감소는 오프쇼어링뿐만 아니라 자동화의 영
향이 지대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오프쇼어링이 본국의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는 오프쇼어링을 통하여 더 많은 인
력을 연구개발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리카도의 무역이론이 주장하듯
비교우위를 가진 업무에 특화함으로써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ang and Whang(2016)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자료
를 사용하여 오프쇼어링과 중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일자리 사이에 긍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오프쇼어링을 통해 국가의 노동 구성에서 저숙련노동
의 비중이 낮아지고 숙련노동이 높아져 고부가가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
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Moran and Oldenski(2013) 역시 오프쇼어링이 본
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오프쇼어링과 국내생산이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분석한 논문들이 다수 있다.9)
그러나 숙련노동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계층이 존재
한다. Dauth, Findeisen, Suedekum(2017)에 따르면 숙련노동 일자리가 저
숙련노동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은 노동자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8) 한국의 수치는 [글상자 2-1] 참고.
9) Lipsey, Ramstetter, and Blomstrom(2000); Becker and Meundler(2008); Desai, Foley, and
Mines(2009)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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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체를 통하여 일어난다. 즉 저숙련노동이 오프쇼어링 등의 요인으로 일자리
를 잃을 경우 숙련노동을 터득하는 재훈련 과정을 거쳐 숙련기술자로 편입되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일자리를 잃은 저숙련노동자들은 계속 일자리를 찾지 못하
고, 숙련기술을 지닌 젊은 세대들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되면서 노동 구성
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저숙
련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계층의 고용을 위
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본국 임금이 높은데
도 불구하고 리쇼어링을 결정하는 기업들은 자동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쇼어링 성공사례로 꼽히는 신발기업인 트렉스타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기업은 1995년에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산업 내
사고로 인하여 중국에서 퇴출압박이 심해지자 2016년 우리나라의 부산으로 복
귀하였다. 트렉스타 대표는 중국의 월급이 900달러이고, 한국의 월급이 1,500
달러인데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리쇼어링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봇 투입을 통한
자동화라고 설명한다.10)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2016년에 독일로 돌아간 세
계적 신발제조사인 아디다스의 경우도 자동화를 택했다. 이와 같이 자동화를 통
하여 리쇼어링하는 경우가 많다면 리쇼어링을 통하여 일자리를 활발하게 창출하
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리쇼어링을 외국인직접투자의 대안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쇼어링으로 인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제5장에
나타나듯 유턴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복귀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

10) 장세정(2018. 3.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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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이러한 낮은 숫자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럽에서 일어나
는 리쇼어링 사례를 추적하는 European Reshoring Monitor(ERM) 사업을
관장하는 유로파운드(Eurofound)의 관계자는 리쇼어링 사례가 제한되어 있다
고 주장한다.11) 이 관계자에 따르면 ERM은 언론검색을 통하여 리쇼어링 사례
를 파악하는데, 2015년 이후 184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로파운드
는 ERM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유럽의 구조조정 사례도 추적하였는데,12)
2002년 이후 파악된 사례가 2만 3,000여 건에 이른다. 따라서 유럽의 리쇼어링
사례는 연평균 61건 관측되는데 연평균 1,438건 관측되는 구조조정 사례에 비
하여 4%에 불과하다. 리쇼어링이 소수의 사례에 그친다는 점에서 유럽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경험은 유사하다. 따라서 리쇼어링을 통해서 투자유치 효과를 얻고
자 하는 목표는 미미한 달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덧붙여 리쇼어링의 정의를 고려할 때 리쇼어링 기업이 국내아웃소싱으로 복
귀한다면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리쇼어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리쇼어링은
상대적으로 파악이 어렵고 ｢유턴기업지원법｣에 정해진 유턴기업의 범주에도 해
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투자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리쇼어링은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리쇼어링이 투
자 촉진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쇼어링이 외국인투자 유
치의 대안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소결
본 장은 리쇼어링의 개념과 경제적 배경 및 정책 추진의 유인에 대하여 알아보

11) ERM에 관하여서는 제3장을 참고.
12) 유럽의 구조조정 사례를 추적한 데이터베이스는 ‘European Restructuring Monitor’로 불리며, 리
쇼어링을 추적하는 ERM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제5장 3절 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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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리쇼어링은 본국이 아닌 나라에 위치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이는 인소싱(기업 내 생산) 혹은 아웃소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리쇼어링의 경제적 결정요인은 비용 측면과 비용
외적 측면이 존재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해외 생산지의 인건비나 운송
비, 조정비 등이 높아지는 경우 비용 측면의 요인으로 리쇼어링을 결정할 수 있
다. 또한 상품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비시장과의 먼 거리가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때와 같이 비용 외적 측면의 요인으로 리쇼어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과 별개로 리쇼어링은 정책적으로 장려되기도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유턴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감
면,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법의 배경은 리쇼어링을 통하여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강
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근거가 취약하고, 리쇼어링과
동반되는 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리쇼어링의
사례는 제한적이어서 투자 유치효과를 얻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쇼어링
의 경제적 유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상자 2-1. 한국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A.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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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계속
B. 서비스업

주: 좌축이 표시하는 고용의 단위는 천 명이고 우축이 표시하는 부가가치의 단위는 십억 원이다.
자료: 통계청, http://kosis.kr(검색일: 2018. 5. 2).
위의 A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인원과 부가가치를 보여준다. 2000~09년의 기간에 한국의 제조업 고용은 430만
명에서 388만 명으로 9% 감소하였으나, 미국에 비하여 낮은 감소폭을 보인다. 이후 제조업의 고용인원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제조업 고용은 452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17%를 차지한다. 제조업 고용변동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가가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6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439조 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의 29%를 차지한다.
B에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인원과 부가가치가 나타나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은 2000년 1,459만 명에서 2016년
2,059만 명으로 41.1%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2000년 378조 원에서 2016년 1,016조 원으로
168.8% 성장하였다. 2016년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인원의 78%를 고용하였고 전체 부가가치의 68%를 생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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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1. 측정 방법론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3. 리쇼어링의 가능성
4. 소결

우리나라에서 리쇼어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는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쇼어링 지원법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되고 지원을 받은
기업 현황 자료가 있으나, 이 자료는 모든 유형의 리쇼어링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13) 즉 위 법률에서 사용하는 리쇼어링의 정의는 [표 2-1]에 나타난 리쇼어
링의 네 가지 종류 중 첫째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표 2-1]에 나타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리쇼어링이 국내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는 간접적인 통계조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되돌리는 의사결정이므로,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소싱(sourcing)의 구조 혹은 오프쇼어링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장은 먼저 오프쇼어링의 측정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 연구에 적합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소싱 구조와 리쇼어링
이 일어난 가능성을 조사한다.

1. 측정 방법론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오프쇼어링 측정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다.14) 첫째
방법은 기업 내(intra-firm) 및 기업간(arm’s length) 교역액을 이용하는 것이
다. 이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일본 기업자료를 이용한 Ando and
Kimura(200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일본기업들의 해외지사 설립 현황과 모
기업과 해외지사 간의 교역액(구입액)을 사용하여 일본기업들의 수직적 생산네
트워크를 파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Oldenski(2015)는 미국 경제조사국(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작성한 다국적기업(MNCs: Multinational
13) 이 법의 자세한 사항은 제5장을 참고.
14) 서진교 외(2008), pp. 41~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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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의 교역액 자료를 이용하여 오프쇼어링을 계측하고 있다.15) 이
외 Kohler and Smolka(2009)는 스페인의 기업 설문자료인 ESEE(Survey on
Business Strategies)를 이용하여 기업의 소싱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
였다. 여기서 소싱은 최종재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나 중간재의 국내외 조달
을 지칭한다. Kohler and Smolka(2009)가 사용하는 소싱 구조는 소싱을 국내
에서 하는지 여부와 관계회사로부터 하는지 여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된다.
오프쇼어링을 파악하는 둘째 방법으로 가공단계별 분류코드인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이용하여 중간재 교역을 오프쇼어링의 규모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국가간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국가별/산업별로
오프쇼어링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입된 중간재가 모두 중
간재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중간재에 내재되어 있는 부가가치가 이중계산될
수 있는 등 오프쇼어링의 규모가 과대계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Miroudot,
Lanz, and Ragoussis(2009), Gamberoni, Lanz, and Piermartini(2010), 김
영귀 외(2011) 등이 상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중간재 교역액을 측정하였다.
셋째 방법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오프쇼어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Feenstra
and Hanson(1996, 1999)의 방법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산업별 교역액과 원재
료 구입액(material purchases)을 이용하여 오프쇼어링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즉 [식 3-1]과 같이 산업 에 의한 산업  의 구입액을 수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하
여 오프쇼어링(imported input)을 측정하였다.

수입중간재  

수입 

산업에서 구매한 중간재   × 
소비 

[식 3-1]



15) Oldenski(2015, p. 3)에 의하면 MNCs에 의한 교역액은 2012년까지만 제공된다고 되어 있으나 확
인 결과 BEA에서는 현재 비금융 자회사와의 교역액은 2008년까지, 전 산업 자회사와의 교역액은
2009년부터 검색이 가능하다(미국 경제조사국, https://www.bea.gov/iTable/iTable.cfm?ReqID=2
& step=1#reqid=2&step=1&isuri=1, 검색일: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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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산업연관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가 작성된 이후
에는 이를 이용하여 오프쇼어링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Kang et al.(2010)에서는 IDE and JETRO에서 작성한 the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을 이용하여 원재료와 서비스에 대한 오프쇼어링을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즉 산업당 총소비 대비 구입한 해외
원재료(서비스) 비중을 오프쇼어링으로 측정하였다. Görg and Görlich(2012)
와 Lee and Lee(2015)는 아시아 국가 이외의 대상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작성
된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를 이용하여 산업 의 총산출액 대
비 해외 중간재 구입액 비중을 오프쇼어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Kang et

al.(2010)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나 산업 의 오프쇼어링을 원재료 및 서비
스 등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 다른 점이다.
넷째 방법은 TiVA(Trade in Value Added)를 이용하여 특정국의 최종수요
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국가별로 도출하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 방법은
순수하게 해외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넷째
방법은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Koopman et al.(2010), Koopman,
Wang, and Wei(2014), ADB(2015), 최낙균, 박순찬(2015) 등 대부분의 연구
는 총수출(gross exports)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국내 및 해외로 정확하게 구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OECD TiVA에는 특정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각국
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계산되어 있어 특정국의 생산에 사용된 해외 부가가
치액을 오프쇼어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국내연구 중 박문수, 김화년, 이경희(2013)16)와 조장희, 허정(2013)은 첫째
방법과 유사하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17)의 외주비 거래내역을 이용하여 오프쇼
16) 박문수, 김화년, 이경희(2013)는 이경희, 박문수, 김인철(2010)의 연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발표한 논
문으로 2006~08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17)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기업활동조사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적, 다각화, 계열화, 성과관리제도 등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통계청 2016, p. 6, p. 35). 다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과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은 상용근로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통계청 201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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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링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만 동 연구에서 사용한 외주비는 통계청(2016, p.
52)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을 이용하거나 설비가 없을 때 외
부의 설비를 빌리고 이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되고 있어 첫째 방법인 교역
액과 정의상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조사만 이루어지고 공표되고 있지 않다는 단
점이 있다.
최근 연구인 이상욱, 권철우, 최창훈(2016, p. 215)은 셋째 방법인 Feenstra
and Hanson의 방법을 차용하여 산업별로 오프쇼어링의 비중을 계산하고 전년
대비 오프쇼어링의 비중 감소분을 리쇼어링으로 정의하였다. 이 방법은 오프쇼
어링의 감소 모두를 리쇼어링으로 정의하고 있어 리쇼어링이 과대계상되었을 가
능성이 높고 오프쇼어링의 비중을 이용함에 따라 리쇼어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며 리쇼어링의 형태 역시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 리쇼어링을 정의한 국내연구로는 문종철, 조현승, 고대영(2014, p. 96)
이 있다. 이들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중 기업의 해외진출 여부를 이용하여 기
업의 유턴 여부를 이항변수로 정의하였다. 즉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진출을 중단
한 경우를 유턴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방법은 해외진출을 중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턴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 2-1]에
서 언급한 첫째 종류의 리쇼어링만 설명 가능하며 리쇼어링의 규모를 알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소싱의 구조 파악 및 오프쇼어링 측정 방법은 첫
째 방법으로, 기업활동조사의 구입액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구입액은 원재
료(부재료, 보조재료 포함) 매입액과 상품매입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 방법은
오프쇼어링의 정도를 해외구입액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쇼
어링이 관계회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인소싱) 비관계회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지(아웃소싱)까지 파악할 수 있어 소싱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
불어 이 방법은 제2장에서 정의한 리쇼어링의 네 가지 유형을 모두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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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기업활동조사는 구입액을 총구매액과 직접수입액
을 총액과 관계회사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즉 조사 내용만으로는 소싱의 구
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표 3-1]에서와 같이 소싱의 구조(굵은 선 안쪽
의 내용)를 파악한다. 여기서 해외인소싱과 해외아웃소싱이 오프쇼어링에 해당
한다.

표 3-1. 기업활동조사 자료의 형태와 소싱 구조
합계(총액)

관계회사

비관계회사

(A)

(C)

(A)-(C)

총구입액
100
해외구입액
(직접수입액)

(B)
40

60

80
(B)-(D) = (GO)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

(Global Insourcing)

(Global Outsourcing)

(A)-(B)
국내구입액

20
(D) = (GI)

10

30

(C)-(D) = (DI)

(A)-(C)-(B)+(D) = (DO)

국내인소싱

국내아웃소싱

(Domestic Insourcing)

(Domestic Outsourcing)

10

50

주: 1) 음영은 기업활동조사의 조사항목이며, 굵은 선 안은 음영 내용을 이용하여 국내외 소싱 구조를 세분화한 것임.
2) 해외인소싱(D = GI)과 해외아웃소싱(B-D = GO)이 오프쇼어링에 해당함.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이 오프쇼어링을 측정한 뒤, 리쇼어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소싱과 해외소싱의 비중을 비교한다. 즉 국내소싱의 비중이 늘어나고 해외소싱
이 감소하고 있다면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리쇼어링은 해
외에서의 소싱을 국내로 되돌리는 행위이므로 리쇼어링의 증가는 국내소싱의 비
중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 방법을 사용한다. 총소싱에서 해외소싱의 비중
18) 또한 넷째 방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오프쇼어링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오프쇼
어링 현황을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측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의 오프쇼어링 현황과 비
교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TiVA 데이터 제공기한이 2011년까지이므로 최근의 현황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결과는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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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하여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방법은 계산이 간단하고 리쇼어링
문헌에서 정의하는 광범위한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반면 리쇼어링 이외에 국내외 소싱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
인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리쇼어링의 척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리쇼어
링 이외에 소싱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선 가격요인이 있다. 따라서
소싱금액을 산업별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금액으로 변환한다.19) 다음
으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외소싱의 금액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 절에
서 주로 사용하는 기업활동조사는 국내외 구입액을 모두 원화로만 표기하고 구
입한 국가를 명시하지 않아 환율의 영향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해외소싱의 비
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싱 구조와 관련이 깊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축소에 따라서 수출입이 둔화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입 둔화와 국외소싱
비중 감소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국외소싱의 비중
변화가 국내소싱 증가로 인한 것인지 국외소싱의 감소로 인한 것인지, 혹은 두
현상이 모두 일어났는지를 관찰하여 국외소싱 비중 감소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
석기간은 2006~16년으로 하였으며 한국의 제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기
업활동조사는 매년 약 1만 2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6천여 개이다. 한국 제조업 기업은 해외소싱(GI
+ GO)을 통하여 40% 미만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소싱 구조는 [부록 1]
에 기술된 OECD TiVA 데이터의 양상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 기업활동조사의 구입액에는 원재료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원자재 가격 변화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해 국내공급물가지수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산업별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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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을 제외하면 2011년까지 해외소싱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
다. 자세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및 오프쇼어링 규모는 제2절에서 살펴보
도록 한다.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먼저 각 소싱 구조별 구입액 총액을 살펴본다. 국내외 소싱 구조를 보다 자세
히 살펴보면 해외소싱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기간에는 약 300조 원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국내소싱(DI + DO)은
2013년을 기준으로 증가 추세가 소폭 상승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분석기간 전체(2006~16년)의 경우 해외소싱은 8.5%, 국내소싱은 2.5% 증가해
해외소싱이 국내소싱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2013~16
년) 연평균 증가율은 해외소싱이 1.4% 감소한 반면 국내소싱은 3.3% 증가해 최
근에는 어느 정도 리쇼어링 현상의 가능성이 목격되고 있다. 이는 한국 제조업
기업이 2013년 이후 해외소싱을 통하여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하는 대신 국내
소싱을 이용하는 리쇼어링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해외소싱의 비중이 2013년에 41.4%로 가장 높았으나 2016년 38.1%로 꾸준
히 감소한 것 역시 최근 국내소싱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국내 및 해외
소싱 모두는 기업 내 수직적 분업관계에 의한 인소싱(intra-firm)보다는 독립기업
으로부터의 아웃소싱(arm’s length)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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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 제조업 기업의 소싱 규모

A. 국내외 소싱 현황
(단위: 조 원, %)

주: 1) 해외소싱 비중은 전체 소싱에서 해외소싱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국내소싱과 해외소싱은 왼쪽, 해외소싱 비중은 오른쪽임.

B. 소싱 구조별 현황
(단위: 조 원)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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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러한 현상이 기업활동조사의 대상기업 중 국내소싱을 하는 기업
의 수가 증가하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싱 구조별로 기업 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2006년 6,082개이던 대상기업 수는 2010년 5,409개로 꾸준히 감소하였
으나 2011년 이후에는 6천여 개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다. 즉 전반적인 국내외
소싱의 증가 추이는 대상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3-2. 한국 제조업 기업의 연도별 소싱 구조
(단위: 기업 수, %)

주: 대상기업 비중은 전 기간 대상기업에서 해당 연도의 대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소싱과 기업 규모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 때 상용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하였다.20) 2006~16년 총구입액에서 각 소싱별
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 기업 규모와 관련 없이 국내아웃소싱을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아웃소싱을 제외한 나머지 소싱 구조에
20) 2015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이 이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이
전 규모 기준인 상용근로자 수(300인 미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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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은 중소기업보
다 다양한 소싱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국내 독립
회사로부터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하는 것이 다른 소싱 구조를 통하여 구입하
는 것보다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액과 동일하게 총 대상 기업에서 각 소싱을 하는 기업 수의 비중을 계산21)
한 결과에서도 국내아웃소싱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중소기업은 국내아웃소싱을
다른 소싱 전략보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싱별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인소싱은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를 설립(인수)해야 하므로
아웃소싱보다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 중소
기업보다 인소싱 사용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대기업의 국
내 및 해외인소싱 비중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Antràs and
Helpman(2004)과 Kohler and Smolka(200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 3-3. 2006~16년 총구입액 및 기업 수 대비 소싱 비중

A. 금액 기준

B. 기업 수 기준

주: 기업 수 기준의 비중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소싱 선택에 중복을 허용하였기 때문임. 즉 DIDO 기업은 DI와
DO에 모두 포함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1) 이 때 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소싱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을 여러 번 센다. 예를 들어 기
업이 총 두 개 존재하는데 한 기업은 국내인소싱만 하고 다른 기업은 국내인소싱과 국내아웃소싱을 하
는 경우, 이 가상의 데이터에서 국내인소싱을 하는 기업은 2개, 국내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은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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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기업별로 소싱 금액을 이용하여 주요 소싱을 정의한 후 총구입액 및
기업 수 대비 소싱 비중을 다시 계산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른 소싱 구조는 앞에
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였다.22) 다만 주요 소싱의 금액 기준에서 대기업의 해외
인소싱 비중이 국내인소싱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림 3-4. 주요 소싱별 2006~16년 총구입액 및 기업 수 대비 소싱 비중

A. 금액 기준

B. 기업 수 기준

주: 기업이 DI를 통해 10억 원, GI를 통해 5억 원을 구입하였다면 DI 기업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제2장의 기존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싱전략의 선택은 기업
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소싱 구조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소싱 구조와 생산성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각 대상기
업에 대한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Levinsohn and
Petrin(2003)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노동투입은 종업
원 수, 자본스톡은 유형자산, 투자는 유형자산 당기 취득액, 중간재 투입은 재료
구입액을 이용하였다. 부가가치는 영업이익에 인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22) Kohler and Smolka(2009)에서와 같이 상용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한
경우에서도 소싱과 기업 규모의 관계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부록 그림 2-1 및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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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를 더하여 계산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MDIS의 기업활
동조사에서 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 중 금액변수는 모두 명목변수로 한국
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산업별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
소싱 구조와 기업 규모별 TFP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소싱 구조에서 대기
업의 생산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
이 해외인소싱(GI), 국내인소싱(DI), 해외아웃소싱(GO), 국내아웃소싱(DO) 순
으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소싱 형
태를 주요 소싱으로 지정한 경우 대기업에서는 GI, GO, DI, DO 순으로 생산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소싱 비중 [그림 3-3] 및
[그림 3-4]와 동일하다.

그림 3-5. 소싱 구조와 기업 규모별 TFP

A. 소싱별

B. 주요 소싱별

주: 1) TFP는 연도별/기업 규모별/소싱별 평균값임.
2) 그림 A는 소싱 선택에 중복을 허용한 경우로 DIDO 기업은 DI와 DO에 모두 포함됨.
3) 그림 B는 소싱 규모가 가장 큰 소싱을 기업의 주요 소싱으로 정의한 것으로 기업이 DI를 통해 10억 원, GI를
통해 5억 원을 구입하였다면 DI 기업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8. 4. 18)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소싱 구조와 생산성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오프쇼어링, 즉 해외인소싱이나 해
외아웃소싱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국내인소싱이나 국내아웃소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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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기업들의 생산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볼 때에도 해외소싱을 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소싱을 하는 중소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다. 해외소싱을 하는 기업은 해외소싱으로 인한 비용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
문에 해외소싱의 초기비용을 감당하면서 해외에 진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해외소싱과 생산성 사이의 양(+)의 관계는 왜 여전히 오프쇼어링이 주요한
트렌드이며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에 불과한지를 보여준다.23) 생산성이 높
은 기업들은 오프쇼어링을 통하여 해외의 값싼 요소비용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
인이 존재하며, 또한 기업들이 오프쇼어링을 통하여 더욱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
는 것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따라서 리쇼어
링은 자동화가 발달하거나, 시장과의 근접도가 가깝거나, 혹은 품질이 특별히 더
중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리쇼어링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시사점은 제6장에서 다룬다.

3. 리쇼어링의 가능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3~16년 기간에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높았던 만
큼 이 기간을 중심으로 어느 산업에서 해외소싱 대신 국내소싱이 증가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9차 개정 2단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24)
우선 제조업 전체 2013~16년 평균 해외소싱 비중은 39.5%로 구입액의 약
40% 정도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23) 오프쇼어링이 여전히 주된 소싱 방법이라는 점은 제5장의 해외사례에서 자세히 다룬다.
24) 기업활동조사는 각 기업이 속한 산업 정보를 표준산업분류 2단위까지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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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이며, 31(50.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46.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6(46.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42.4%, 기타 제품 제조업), 24(41.8%, 1차
금속 제조업) 산업의 해외 비중은 제조업 평균을 초과한다. 해외소싱 금액은
19(89조 원)와 26(66조 원) 산업에서 50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20
(37조 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24(37조 원) 산업에서 해외소싱 규모
가 컸다.

그림 3-6. 산업별 국내외 소싱 현황(2013~16년 평균)
(단위: 조 원, %)

주: 1) 2자리 코드에 대한 산업명과 자세한 산업별 금액 및 비중은 [부록 표 2-1] 참고.
2) 해외소싱 비중은 총구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금액은 왼쪽, 비중은 오른쪽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2013년과 2016년의 국내외 소싱 규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24개
산업 중 10개 산업에서 2016년 해외소싱 비중이 201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관측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2단위의 각 산업에
대한 소싱 변화는 [부록 표 2-2]와 [부록 표 2-3]에 기술하였다. 해외소싱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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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한 산업의 수가 더 많음에도 전 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하는 추이
를 보인 것은 31과 19 산업의 해외소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 중 15,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1 산업은 2016년에 국내소싱은 증가하
고 해외소싱은 감소함에 따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식
료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28(전기장비 제조업) 산업은 2016
년 해외소싱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소싱이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소싱 비중
이 감소하였다. 산업 20은 2016년 국내소싱이 감소하였으나 해외소싱이 더 많
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쇼어링 현상은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싱의 변동
이 크게 나타난 10, 19, 26, 28, 31 산업에서 리쇼어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7. 2013년과 2016년 간 산업별 국내외 소싱 차이
(단위: 조 원, %포인트)

주: 차이는 2016년 값–2013년 값이며, 금액은 왼쪽, 비중은 오른쪽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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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리쇼어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
(단위: 조 원, %포인트)

2013년 금액
KSIC 산업명

2016 금액

2013~16년
해외비중

국내소싱

해외소싱

국내소싱

해외소싱

19.7

7.0

26.1

7.1

-4.8

변화

10

식료품

15

가죽, 가방 및 신발

1.4

2.1

1.5

0.6

-29.7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0

2.8

5.4

2.4

-5.3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14.5

93.4

24.9

82.4

-9.8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6.7

39.1

53.0

32.6

-2.7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1.6

4.2

15.1

3.0

-10.1

25

금속가공 제품

9.9

1.5

11.7

1.8

-0.1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71.1

68.1

87.0

71.5

-3.8

28

전기장비

17.2

5.5

25.3

7.7

-0.9

31

기타운송장비

12.7

31.0

19.3

10.5

-35.7

주: 더 자세한 수치는 [부록 표 2-2]와 [부록 표 2-3] 참고.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리쇼어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각 산업별로 [표 2-1]에 나타난 네 가지
리쇼어링 중 어느 곳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지 가늠해보도록 한다. 리쇼어링의
네 가지 유형을 실제 소싱 데이터에 적용하여 각 산업이 어떠한 유형의 리쇼어링
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론상의 리쇼어링은 한 기업이 한 가지 소싱 유형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의 소싱 유형은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이론상의 리쇼어링 유형을 산업별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대표 소싱 유형을 정의해야 한다. 현재 분석하는 산업은 리쇼어링 가능성이 있는
10개 산업이므로, 2013년보다 2016년에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그 감소의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줄어든 해외소싱 형태와 상대적으로 증가
한 국내소싱 형태를 파악하여 리쇼어링의 형태를 정의하기로 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소싱 형태별 2013~16년의 금액 변화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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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기한다.25)

                    

[식 3-2]

여기서  는 국내인소싱을 통한 소싱금액,  는 국내아웃소싱을 통한 소싱
금액,  는 해외인소싱을 통한 소싱금액,  는 해외아웃소싱을 통한 소싱금
액을 의미하며, 는 KSIC 2단위 산업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리쇼어링이 진행된 10개 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해외소싱 형태에서
어떠한 국내소싱 형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정의한다. 본 장에
서는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해외소싱의 비중 감소로 파악하고 있
는바, 이는 해외소싱의 상대적 감소와 국내소싱의 상대적 증가를 동반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감소한 해외소싱의 형태(   )와 상대적으로 증가한 국내소싱의 형태
(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f     

 
 if     
 
 

 











[식 3-3]

이제 이러한 정의를 데이터에 적용하면 [표 3-3]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3-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먼저 리쇼어링의 유형 중 4번 유형, 즉 해외아
웃소싱에서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리쇼
어링 가능성이 있는 총 10개 산업 중 7개 산업이 리쇼어링 유형 4에 해당하는 것

25) 측정 방법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소싱 형태별 금액 변화는 중간재의 단가 변화 및 환율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계산이 용이하고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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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리쇼어링 유형 2에 해당하는 산업은 10(식료품), 25(금
속가공제품)이고, 유형 3에 해당하는 산업은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이다. 우리나라의 ｢유턴기업지원법｣이 지정하는 리쇼어링 유형은 유형 1에 해당
하나, 이러한 유형은 산업 수준으로 수행한 이 분석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의 리쇼어링 유형으로 넷째 유형, 즉 아웃소
싱만을 수반하는 리쇼어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술적으로 볼 때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앞의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싱 구조는
생산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인소싱을 하는 기업은 아웃소싱을 하는 기
업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26) 아웃소
싱은 인소싱에 비하여 초기비용이 적어 생산성이 높지 않은 기업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소싱 형태이다. 따라서 해외아웃소싱을 하다가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
하는 형태의 리쇼어링은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유형의 리쇼어링은 신규 투자나 기존 투자의 회수를 동반하지 않으므로
리쇼어링으로 인한 투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생산 위치
가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되므로 국내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한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으나, 아웃소싱을 통한
생산을 확대하게 되면 이 리쇼어링 기업이 아웃소싱한 상대 기업의 투자나 고용
확대가 일어날 수 있다. 즉 간접적으로 리쇼어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리쇼어링 지원 정책에서 리쇼어링의
개념적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아웃소싱의 형태로 일어나는 리
쇼어링은 직접적 관측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책적 시사점은 제6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26)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인과관계는 이 보고서의 초점에서 벗어나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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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리쇼어링 가능성이 있는 산업의 리쇼어링 유형

KSIC산업



 

 

 

10

-1.1

7.4

-0.4

0.5

15

-1.1

1.2

-0.7

-0.8

17

-0.2

0.7

0

-0.3

19

4.3

6.1

13.7

-24.7

20

-5.4

1.7

-2.8

-3.8

22

0.3

3.2

-0.6

-0.6

25

0.5

1.3

-0.1

0.3

26

15.4

0.4

2.8

0.6

28

0.4

7.7

1.5

0.7

31

0.1

6.4

-0.2

-20.3



























리쇼어링
유형
2
4
4
4
4
4
2
3
4
4

주: 리쇼어링 유형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표 2-1] 참고.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 제조업 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을 산업별로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소싱 구조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6~16년
중 기업활동조사의 원자료에 있는 총구입액 및 해외구입액을 이용하였으며, 분
석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2013년 이후 기간에서 한국 제조업 기업의 리쇼어링 가능성이 발견되
었다. 분석기간 전체(2006~16년)의 경우 해외소싱은 연평균 8.5%, 국내소싱은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2013
년 이후(2013~16년) 해외소싱은 연평균 1.4% 감소한 반면 국내소싱은 3.3%
증가해 최근 들어 리쇼어링 가능성이 목격되었다.
둘째,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국내 독립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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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웃소싱을 보다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용근로자 수가 300
인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기업 규모별로 소싱 구조를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국내아웃소싱을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독립회사로부터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하는 것이 다른
소싱형태를 통하는 것보다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생각된다. 한편 소싱전략의 선택이 기업의 생산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싱 구조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해외
인소싱(GI), 국내인소싱(DI), 해외아웃소싱(GO), 국내아웃소싱(DO) 순으로 생
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 제조업 산업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리쇼어링의 주요 유형
은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형태이다. 리쇼어링이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산업을 이용하여 주요 소싱 구조 변화를 도출한 결과 7개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이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외에
2개 산업에서 해외인소싱이 국내아웃소싱으로, 1개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이
국내인소싱으로 전환되는 리쇼어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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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1. 리쇼어링 결정모형
2. 리쇼어링과 고용
3. 소결

제2장에서 살펴본 리쇼어링의 결정요인에 따르면 오프쇼어링을 선택한 뒤에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본국으
로 돌아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 장은 이러한 오프쇼어링의 비용을 이론모형
에 반영하여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되는 경로를 알아보고 리쇼어링을 하였을 때
고용, 즉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 리쇼어
링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데이터가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이론모형을 이용해
리쇼어링의 선택 경로를 알아본다. 이 때 리쇼어링 지원 정책의 효과를 함께 알
아봄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리쇼어링 결정모형
이 장에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델을 확장하여 리쇼어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다.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는 ‘직무(task)’의 특성(난이도)별
오프쇼어링 모델을 제시하여 오프쇼어링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는 이
모델의 기본 가정에 새로운 가정을 추가하여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리쇼어링 및
오프쇼어링 결정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 장에서 새롭게 덧붙인 가
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쇼어링을 하는 경우 오프쇼어링의 공통비용 이외에
추가로 해당 직무의 생산물 일부를 떼어 지급하는 오프쇼어링 비용이 존재한다.
둘째, 이 오프쇼어링 비용의 분포는 알려져 있으나 확률적으로 실현되므로 오프
쇼어링을 실시하기 전에는 오프쇼어링의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다. 셋
째, 오프쇼어링을 한 뒤 실현된 비용이 국내 생산비용보다 높을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리쇼어링을 선택할 수 있다. 넷째, 리쇼어링에도 비용이 소요되고 이 비용
은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을 비교할 때 반영되며, 오프쇼어링 비용은 확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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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리쇼어링 비용은 확정적이다.
이제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의 모델을 먼저 살펴본다. 이
모형에는 저숙련노동과 고숙련노동, 두 가지의 생산요소가 존재하며, 이 생산요
소들이 각각 두 가지 중간재를 생산하고 중간재들의 조합으로 두 가지 최종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오프쇼어링은 저숙련노동에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는 오프쇼어링의 소싱 형태는 구분하
지 않는다. 국외 인소싱과 국외 아웃소싱을 합하여 오프쇼어링으로 정의한다. 인
소싱과 아웃소싱을 통합하여 오프쇼어링으로 다루어도 본 모형은 기술적으로 단
순하지 않으며, 리쇼어링의 경제적 효과는 소싱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측면
이 있다. 따라서 명확한 결론 도출을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도 소싱 형태는 구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저숙련노동은 일련의 직무(task)들에 투입되고, 각 직무들의 생산품을 통해
중간재 을 만들며, 고숙련노동도 마찬가지로 직무들에 투입되어 그 생산품을 통
해 중간재 를 만든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간재를 이용해 최종재인   과  
가 생산된다. 이 두 생산품은 각각 두 개의 다른 ‘산업’을 대표하며, 최종재 생산
과정은 Cobb-Douglas 생산함수로 표현된다. 산업 ∈ 에 대하여,



   

         

[식 4-1]

가 성립한다. 여기서   는 생산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기술을 반영하며,
 ∈    은 개별 산업  가 저숙련노동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준다. 여
기서는      이라고 가정한다. 즉 산업 1이 산업 2보다 더 저숙련노동집약
적으로 생산된다.
저숙련노동과 고숙련노동 중에서는 저숙련노동만 오프쇼어링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저숙련노동이 투입되는 직무는 0부터 1까지의 연속선(conti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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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며, 개별 직무 ∈    에 대해 산업  에서의 생산을   라고 하자.
여기서 개별 직무들의 대체탄력성을   이라고 하면, 산업  의 중간재  는
개별 직무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를 거쳐 생산된다.


  


     
      







[식 4-2]

개별 직무의 생산은, 직무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저숙련노동을 
만큼 투입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산업  의 개별 직무 의 단위당 비용   
은 국내의 저숙련노동임금 에 노동요구량  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여기
서 산업 1이 좀 더 저숙련노동집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숙련노동요구량이 많
다(   ). 그리고 개별 직무는 완전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따
라서 기대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진입이 이루어지며 가격은 생산비용과 같아진
다. 인소싱, 즉 기업 내에서 생산될 경우 산업  의 개별 직무 의 생산품 단위당
가격은          을 만족한다.
만약 오프쇼어링을 한다면 국내임금 대신 해외임금 가 적용된다. 하지만
오프쇼어링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오프쇼어링에 따른 공통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을 , 그리고 개별 직무마다 다르게 들어가는 비용을  라고 하자.
이 때 직무 0에서 직무 1로 갈수록 비용  는 증가한다. 즉 수많은 직무들은 오
프쇼어링하는 경우 늘어나는 비용에 따라 0부터 1까지 정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    이 성립하게 된다.
오프쇼어링으로 생산되는 경우 산업  의 개별 직무 의 단위당 비용   
은 해외임금에 노동요구량과 추가적인 비용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여기서도
완전경쟁이 적용되므로 가격은 비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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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3]

기업은 두 가지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더 적은 쪽에서 해당 직무를
생산하게 된다. 위 식에 따르면    이면 오프쇼어링의 비용이 더 크
므로 인소싱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이면 오프쇼어링의 비용이 더
낮으므로 기업 외부에서 생산된다.  가 직무 0에서 1로 갈수록 상승하므로,
컷오프가 되는 직무를 기준으로 0에 가까운 직무들은 오프쇼어링이 선택되며, 1
에 가까운 직무들은 기업 내에서 생산된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오프쇼어링과 국내생산 비용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기본적인 모델은 기존 논문에서의 모델과 동일하다. 이제 리쇼어링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모델에 추가적인 가정을 해야 한다.27) 오프쇼어링을 하는 경
우, 추가로 해당 직무의 생산물이  만큼 비용으로 소모된다고 가정하자. 즉 금액
으로 계산하면 오프쇼어링 비용    가 소모된다. 이 추가비용은 유닛당 생산
27) [그림 4-1]에서 컷오프가 이동하면 오프쇼어링과 국내생산이 변화하므로 컷오프가 왼쪽으로 이동하
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현실과 불합치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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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증가시키는 β와는 달리, 일회적으로 소모되는 lump-sum 비용으로, 오
프쇼어링 이후 특정 시점이 지나면 지출되는 고정비용이다. 오프쇼어링에 추가
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가정으로, 제3장의 제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소싱을 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오프쇼
어링은 해외에서 생산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생산보다 높은 관리비
용, 물류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소싱만 하는 경우보
다 더 높은 생산성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오프쇼어링은 이제 개별 직무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 흐름에 오프쇼어링 추
가비용도 반영하여 결정된다. 비교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추가비용을 매 기에 발
생하는 비용으로 환산하여 대입해야 한다. 국내생산에 따른 비용은 예전과 같지
만 오프쇼어링에 따른 비용은 상승한다. 이자율을 이라고 하면,

           

[식 4-4]

가 된다. 기업은 이제 이 비용을  와 비교하여 오프쇼어링의 비용이 더 크면
기업 내에서 생산하고, 오프쇼어링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다면 오프쇼어링을 선
택하게 된다. 여전히 완전경쟁적으로 생산되므로 가격은 비용과 일치한다. 이 비
용이 반영되면 오프쇼어링은 그만큼 줄어들고 국내생산은 늘어나게 된다(그림
4-2 참고).
이제 오프쇼어링이 실패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우선 오프쇼어링을 선택한 기
업들은 매 기 일정한 확률  로 오프쇼어링이 실패하여 폐업한다고 가정한다. 폐
업에 따라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지만, 즉각적으로 개별 기업이 진입하고
추가적으로 오프쇼어링이 일어나 기대이윤은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폐업과 진입 때문에 가격은 오프쇼어링 비용을 반영한 선에서 유지가
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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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오프쇼어링의 추가비용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추가비용  가 확률적이라고 가정한다. S는 특정한 확률분포  를 따
르며, 이 고정비용의 범위는 상한값이 
 , 하한값이  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

자. 이 오프쇼어링 추가비용은 확률적이고 오프쇼어링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현되므로, 오프쇼어링을 한 뒤 추가비용이 너무 높게 나오면 그 직무는 오프쇼
어링을 계속하지 않고, 리쇼어링 비용  (금액으로는   )을 지출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 리쇼어링 비용은 확률적이지 않고 확정적이
며,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용이다. 추가비용이 확률적이므로 이 비용이 너
무 높으면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오프쇼어링을 지속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오프쇼어링의 추가비용이 오프쇼어링을 한 후에 실현되고,
확률적이라는 가정은 제2장에 나타난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오프쇼어링한 국가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리쇼어
링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오프쇼어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지적재산권 미비, 예상보다 낮은 제품의 질, 환율변동, 배송의 불안정성 등은 예

28) 이 가정은 모델에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도 균형점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테크니컬한 가정으로,
분석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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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킨다.29)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기대비용이 반영된다. 하지만 오프
쇼어링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면 리쇼어링이라는 옵션이 있으므로, 이제 오프쇼어
링 비용은 리쇼어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새롭게 계산된다. 먼저 리쇼어링에 따른
비용    은    이 된다. 이 비용을 오프쇼어링 비용    
와 비교하여 리쇼어링 여부가 결정된다.  가 확률적이며 이 비용이 크면 리쇼어링
이 이루어지고 이 비용이 작으면 오프쇼어링이 지속되므로, 리쇼어링 결정은 오프
쇼어링 비용과 리쇼어링 비용을 일치시키는 컷오프(cutoff)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게 된다. 직무  에 대해 컷오프 조건을 만족시키는 추가비용 수준을  라고 하
면, 이 값은 아래를 만족한다.


         


[식 4-5]

여기서 가 커질수록  가 커지고 컷오프 비용  는 줄어들게 되므로 리
쇼어링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오프쇼어링을 결정하는 시점에서의 비용을
   라고 하면, 기대비용       는    과    의 가중평균이
된다.

                      




 

  

[식 4-6]





29) 예기치 못한 비용을 고정비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임금의 변동과 같은 생산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 충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모델에서 고정비용도 매 기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환산되었고,
직무들이 기업 내 생산과 오프쇼어링으로 나뉘는 부분만 다루는 이 절에서는 각 직무의 생산량이 변하
지 않으므로 임금의 상승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량의 변화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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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기대추가비용이다. 오프쇼어링 비용이 컷오프





를 넘기면 오프쇼어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비용을 구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위에서 구한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과, 국내생산의 비용      를 비
교하여 오프쇼어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3]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리쇼어링 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림이고, [그림 4-4]는 리쇼어링 비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림이다. [그림 4-3]에는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과 최대
비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 리쇼어링은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 비용보다 높은 경
우부터 일어나므로, max        
 이 리쇼어링 비용과 만나
는 지점부터 리쇼어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리쇼어링이 일어나면, 오프쇼
어링의 기대비용은    과    의 가중평균이므로   보다는 높
고                보다는 낮은 위치에 형성된다. 그래프
의 점선이       를 표시한다. 그리고 오프쇼어링은 국내 생산이 오프쇼어
링보다 더 유리해질 때까지, 즉           이 될 때까지는 계속되고,
이 점을 넘어서면 국내 생산으로 전환된다.
그림 4-3.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 구간: 리쇼어링의 추가비용이 없는 경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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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생산 방식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진다. 오프쇼어링으로만 생산되
는 구간,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이 모두 일어나며 오프쇼어링과 국내생산이 모
두 존재하는 구간, 그리고 기업 내에서만 생산되는 구간이다. 즉 두 개의 컷오
프가 생기는 셈이다. 첫 번째 컷오프  은 리쇼어링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을 만족한다. 두 번째 컷오프  는 리쇼어링과 오프쇼
어링이 중단되는 지점으로           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균형 상태에서도 확률  로 폐업이 발생하고, 그만큼 오
프쇼어링이 발생하며, 오프쇼어링이 꾸준히 일어난다면 반드시 리쇼어링도 일정
한 확률로 꾸준히 일어나게 된다. 모델의 이러한 특성은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
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오프쇼어링의 영향에 따라 일어나
는 것이라는 제5장의 해외사례들과 일치한다. 그리고 리쇼어링을 선택한 기업도
똑같은  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 대한 생산 방식은 동일하다. 즉
현실의 리쇼어링 과정에서 관찰되는 자동화가 이 모델에서는 가정되지 않았다.

그림 4-4.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 구간: 리쇼어링의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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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비용이 있으면 리쇼어링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첫 번째 컷오프는
      
   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 커질수록 컷오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리쇼어링이 어려워진 만큼 리쇼어링이 계산된 오
프쇼어링의 비용도 늘어난다. 하지만 이 비용과 비교가 되는 국내생산의 비용에
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을 만족하는 컷오프는 왼쪽으
로 이동한다. 즉 양쪽 모두에서 리쇼어링은 감소한다.
이 모형에서 리쇼어링 장려 정책은 리쇼어링의 비용을 낮추어 주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제5장 제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장려 정책
은 조세 감면, 보조금, 인력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리쇼어링의 고정비용
과 변동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변동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
세와 소득세 감면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관세 감면도 금액의 한도가 있어 본
모델처럼 매 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환산된 고정비용으로 다루어도 무리가 없
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리쇼어링 장려 정책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리쇼어링 장려 정
책을 통해 리쇼어링 비용을 낮추면, 오프쇼어링으로 나가 있던 기업들 중 약간의
비용 차이로 리쇼어링을 선택하지 않고 오프쇼어링을 유지하던 기업들이 리쇼어
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하던 기업들 중
작은 비용 차이로 오프쇼어링을 선택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하던 기업들로 하
여금 오프쇼어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결과도 가져온다. 오프쇼어링은 추가비용이
갑자기 크게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리쇼어링이 쉬워지면 오프쇼어링의 리
스크가 감소하여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쇼어링
장려 정책의 결과 오프쇼어링이 감소하는 구간도 존재하고 오프쇼어링이 늘어나
는 구간도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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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쇼어링과 고용
앞 절에서는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 현상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하는지 알
아보았다. 이 절에서는 정책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특히
저숙련노동의 고용에 집중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Wright(2014)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의 모형을 토대로 오프쇼어링이 저숙련노동의 고
용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이동효과(displacement effect)
이다. 직접적으로 고용이 오프쇼어링을 통해 기업 내부에서 기업 외부로, 리쇼어
링을 통해 기업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여 기업 내부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
분이다. 앞 단락의 여러 개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컷오프 이동을 통해 제일 직관
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다.
둘째는 생산효과(output effect)이다. 오프쇼어링 혹은 리쇼어링 비용이 변
화하면 전체적인 생산비용도 변화하게 되고, 이것은 생산량 변화를 통해 기업 내
부 혹은 외부의 고용량도 변화시키게 된다. 셋째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이다. 생산과정에서 최종생산품은 저숙련노동 직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
진  과 고숙련노동 직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생산품  의 조합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대체효과도 직무간 대체효과와 저숙련노동 대 고숙련노동 간 대체
효과 두 가지가 존재한다. 특정 직무의 생산비가 하락하면 해당 직무의 생산을
늘리고 다른 직무의 생산은 줄이는 방식으로 직무간 대체효과가 일어나며, 저숙
련노동 직무들의 생산비용이 변화하면  과  의 생산조합도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의 변화는 해당 제품 혹은 직무에 해당하는 노동수요도 변화시키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수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량   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 생산품의 양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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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7]

여기서   는 고숙련노동이 투입된 직무들로 만든 중간재의 가격이며,   은
저숙련노동이 투입된 직무들로 만든 중간재의 가격이다. 고숙련노동을 투입하는
직무는 모두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는 고숙련노동의 임금 에 노동요구
량  를 곱한 값이다.   은 구간별로 다른 비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오프쇼
어링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오프쇼어링 비용이 적용되고, 리쇼어링도 이루어
지는 구간에서는 리쇼어링 비용이 함께 적용되며, 국내생산을 하는 구간에는 자
체 생산비용이 적용된다.

   


        


 







    





                



[식 4-8]

마찬가지로 저숙련노동에 대한 총 노동수요도 구할 수 있다. 개별 직무 에 대
해 필요한 노동수요        이며, 전체 국내 노동수요   은 모두 기
업 내에서 생산되는 구간에서는 개별 직무의 모든 노동수요를 포함하고 리쇼어
링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리쇼어링 비율만큼의 노동수요를 포함한다.

   



              










[식 4-9]

이 식에서 첫째 항은 오프쇼어링으로 나간 기업들이 리쇼어링으로 돌아와서
발생한 노동수요이고, 둘째 항은 국내 생산에서 비롯된 노동수요이다. [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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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변의 두 번째 항을 확장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식에서    
     

  

 





   



  
 


 

[식 4-10]

   



는 상수이고,     는 국내에서 생산

하는 구간을 의미하므로 이동효과에 해당하며,   는 생산효과가 된다. 그 뒷부
   

 

 
분은 대체효과로서, 
 

는 고숙련노동 투입상품과 저숙련노동 투입

상품의 가격비율이므로 고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의 대체효과를 나타낸다.

 



 

의 분모는 국내 생산비용이고 분자는 저숙련노동 투입상품 가격지표이



므로 저숙련노동이 인소싱과 오프쇼어링 사이에서 대체되는 직무간 대체효과를
나타낸다.
기존 논문에서 시사점을 재확인해 본다. 오프쇼어링 비용 β가 감소하면, 이동
효과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오프쇼어링 비용 감소로 전반적
인 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생산효과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
고, 대체효과의 경우 저숙련노동을 이용한 제품과 고숙련노동을 이용한 제품의
대체관계를 보면 오프쇼어링이 저숙련노동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고숙련노동 대
비 저숙련노동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 저숙련노동 고용을 증가시킨다. 반면 직무
간 대체효과를 보면 비용이 낮아진 오프쇼어링 직무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대체
효과가 일어나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하던 직무에 대한 수요는 낮아지게 된다. 즉
대체효과는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존재하므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30)
30) 리쇼어링을 단순하게 이 시사점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시켜 오프쇼어링 비용 증가에 의한 기업들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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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9] 우변의 첫째 항은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에서 나타나는 노동수요이
다. 이 식에서        는 오프쇼어링 중에서 리쇼어링으로 돌아오는 비
율이 변화하여 전체 노동수요에 주는 영향에 해당된다.  근처에서는 리쇼어링
이 적게 일어나지만  근처에서는 리쇼어링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비율이
0에서 1까지 연속적으로 변한다면 다른 파라미터가 변화할 때 이 부분이 전체적
인 고용 변화에 주는 영향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의
확률분포를 특정하도록 한다. 오프쇼어링의 추가비용이     의 확률
로
 , 1-λ의 확률로  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러면       
      이


며,        는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이 모두 일어나는 구간 안에서 항
상 λ가 된다. 따라서

                  


[식 4-11]

이 성립한다. 컷오프  의 조건은       
   으로 변함이
없으나, 컷오프  의 조건은               을

만족한다. 이제 [식 4-9] 우변의 첫째 항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 4-12]

귀로 가정한다면, 리쇼어링은 위의 세 가지 효과가 반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동효과
는 직접적으로 고용이 기업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여 국내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된다. 생산효과 측
면에서는 오프쇼어링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비용 증가가 일어난다. 이 중 일부는 리쇼어링 결정으로 인
해 어느 정도 상쇄되지만, 전체적인 생산비용은 증가하며 이는 생산을 감소시켜 기업 내부 고용 감소를
일으킨다. 대체효과 역시 상술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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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는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이 함께 일어나 생산하는 구간을
의미하므로 이동효과이고   는 생산효과이다. 고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의 대

 

   

 

체효과인 








 

는 [식 4-10]과 동일하며,  는 리쇼어링
     



가능성을 반영한 오프쇼어링 생산비용과 전체 저숙련노동 투입상품 가격의 비율
로서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이 모두 일어나는 직무가 기업 내 생산으로만 이루
어지는 직무와 리쇼어링 없는 오프쇼어링으로 생산되는 직무 사이에서 대체되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제 [식 4-9], [식 4-10], [식 4-12]를 결합하여 국내 저숙련
노동에 대한 총수요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13]

이제 [식 4-13]을 토대로 리쇼어링이 국내 저숙련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다. 먼저 생산효과   와 고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 간 대체효과
   

 
 

 

는 국내생산으로 인한 노동수요와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으로 인

한 노동수요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동효과와 직무간 대체효과는
국내생산 구간에 있는지 혹은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생산을 하는 구간에서는 국내
생산 전체가 국내 노동수요로 이어지지만,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하는 구간
에서는 리쇼어링을 하는 확률 λ만큼만 국내 노동수요로 이어진다. 둘째, 국내생
산에 따른 이동효과는     이고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으로 인한 이동
효과는     이다. 이는 컷오프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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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오프쇼어링이 늘어나며 리쇼어링은 줄어든다.  가 커지면 리쇼어링과 오
프쇼어링이 모두 증가하며 국내생산이 감소한다. Wright(2014)의 모델과 달리
본 모델에서는 균형 상태에서도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오프쇼어링의 폐업이 꾸
준히 일어나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오프쇼어링과 리쇼
어링이 모두 증가하거나 모두 감소할 수도 있다. 두 개의 컷오프 값이 모두 증가
하면 국내 고용이 감소하고 두 개의 컷오프 값이 감소하면 국내 고용이 증가한

 




 



 



다. 셋째, 국내생산으로 인한 직무간 대체효과는  이고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으로 인한 직무간 대체효과는



     



이다. 직무간 대체효

과의 경우 분모의 기대비용 부분이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확실하게 판
단하기는 어렵다. 단 해당 구간 내에서는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의 기대생산비
용인       가 국내생산비용인  보다 낮다.
이제 β가 줄어들어 오프쇼어링의 비용이 직무 전반에 걸쳐서 감소하는 경우
를 알아보자. 이때에는 컷오프인  및  가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오프쇼어링은 반드시 늘어난다. 하지만 리쇼어링의 증감은 알 수 없다.  이 커
지면 리쇼어링은 줄어들고  가 커지면 리쇼어링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오프쇼어링 추가비용의 최댓값과 최솟값에 해당하는 
 또는  가 변화하는

 가 감소할 때는  만 이동하여 리쇼어링이 감소하고,  가 감소하
경우를 보자. 

면  만 이동하여 리쇼어링이 증가한다. 그러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두 경우
모두 저숙련노동 고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동효과가 일어난다.
하지만 비용 감소로 인해 생산효과는 고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대
체효과의 경우 고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 간의 대체효과는 오프쇼어링 공정이 포
함된 제품의 가격 하락을 통해 저숙련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직무
간 대체효과는 인소싱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비용 증가로 수요 감소를 가져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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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리쇼어링 측면에서는 해당 공정의 가격에 오프쇼어링 비용 감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수요 증가로 나타날지 감소로 나타날지 정확하지 않다. 정리하면
오프쇼어링이 늘어나면 이동효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지만, 생산효과와 대체효
과로 인해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며, 리쇼어링의 증감 여부는 판단하기 어
렵다.
리쇼어링 장려 정책을 실행하여 R을 줄이면,  은 감소하고  는 증가한다. 리
쇼어링은 확실히 늘어나지만,  근처에서는 오프쇼어링이 줄어들어 국내 고용
이 증가하는 반면  근처에서는 기업 내 생산이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으로 전
환되어 오프쇼어링이 늘어나므로 국내 고용이 감소한다. 따라서 이동효과의 경
우 상반되는 효과 두 가지가 존재하므로 국내 고용이 직접적으로 늘어날지의 여
부는 불확실하다. 이 부분은 각 직무에 따라 상이한 오프쇼어링 비용을 나타내는
∙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컷오프 근처에서 직무들의 오프쇼어링 비용이
비슷하여 함수의 기울기가 낮으면 컷오프가 크게 변화하고, 오프쇼어링 비용이
차이가 커서 함수의 기울기가 크면 컷오프는 조금 변화한다. 컷오프  근처에서
기울기가 낮으면 국내 고용이 늘어나는 방향의 이동효과가 크게 일어나며, 컷오
프  근처에서 기울기가 낮으면 국내 고용이 줄어드는 방향의 이동효과가 크게
일어난다.
다른 효과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리쇼어링이 일어난 구간에서는 고정비용 절
감효과로 비용이 감소하여 생산이 증가하므로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따
라서 가격이 하락하고 고숙련-저숙련 대체효과도 저숙련노동의 비용 절감으로
인해 저숙련노동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직무간 대체효과를
살펴보면 인소싱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비용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가 일어나지
만, 리쇼어링 측면에서는 오프쇼어링 공정이 포함된 제품 가격 하락이 리쇼어링
비용 하락으로 인해 일어났으므로 직무의 가격 하락이 더 커서 수요 증가가 일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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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약31)
오프쇼어링 비용 감소

리쇼어링 지원 정책

(β감소)

(R감소)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오프쇼어링

증가

알 수 없음

리쇼어링

알 수 없음

증가

이동효과

감소

알 수 없음

생산효과

증가

증가

구분

컷오프

생산방식

고용

대체
효과

숙련간

증가

증가

직무간: 국내생산

감소

감소

직무간: 리쇼어링

알 수 없음

증가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총효과
자료: 저자 작성.

앞 절에서는 이동효과에 집중하여 리쇼어링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을 보였으
며 이 절에서는 생산효과와 대체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효과
가 인소싱과 오프쇼어링, 리쇼어링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보통
리쇼어링 정책에서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은 이동효과이지만, 리쇼어링은 생산
효과와 대체효과 등 다른 효과를 동반하므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32)
31) 분석 모델에 나타난 두 컷오프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 리쇼어링 컷오프로 그 오른쪽에서만
리쇼어링이 나타나고,  은 오프쇼어링 컷오프로 그 왼쪽에서만 오프쇼어링이 나타난다. 또한 각 효과
의 정의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고용

대체
효과

정의

이동효과

생산 방식의 변화로 인한 효과

생산효과

최종 생산품 생산량의 변화로 인한 효과

숙련간

고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 사이의 생산 비율의 변화

직무간: 국내생산

국내 생산공정의 상대적 생산 비율 변화

직무간: 리쇼어링
대체효과

리쇼어링 공정의 상대적 생산 비율 변화
공정들 사이의 생산 비율 변화로 인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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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리쇼어링은 증가하지만 리쇼어링 증
가가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기존
에 100% 오프쇼어링으로 진행되던 직무에서 리쇼어링이 발생한다면 고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되던 직무에서 리쇼어링 지원으로
인해 오프쇼어링의 리스크가 사라짐에 따라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이 발생한다
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주지할 사항은, 이 모델은 생산기술의 변화를 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모델에서는 개별 직무에 대해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존재하지만 어디에서 생산하거나 생산기술은 같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고용 규모도 일정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산하는 위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생산기술도 다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좀 더 노동절약적으로
발달된 생산기술, 자동화된 생산기술이 사용 가능하다면, 이동효과를 통해 리쇼
어링이 일어나도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아주 줄어들게 된다.33) 즉 이 모델
은 자동화라는 조건 없이 분석하였으므로, 자동화가 가능한 현실의 리쇼어링에
서는 리쇼어링의 고용 창출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이론모형을 통해 리쇼어링이 어떻게 결정되고 오프쇼어링 혹은
32) 본 보고서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리쇼어링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가 양으로 나타나는지 계산하지는 않
았다. 참고로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분석한 Wright(2014)는 실증분석 결과 오프쇼어링의 이동효과가
생산효과에 비해 더 크지만, 이동효과의 크기가 오프쇼어링의 생산효과에 의해 69% 정도 상쇄된다고
주장했다.
33) 이 모델에는 자본은 없지만, 고숙련노동은 존재한다. 오프쇼어링의 비용이 증가하면 리쇼어링이 늘어
나며, 저숙련노동 생산비가 증가하여 저숙련노동의 고용이 감소하고 고숙련노동의 고용이 증가하는
방향의 대체효과가 일어난다. 여기서 고숙련노동을 자본이라고 한다면 이 대체효과가 전반적인 고용
이 감소하는 자동화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무의 생산 방식은 일정하므로 대
체효과에 자동화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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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에 대한 지원 정책이 기업들의 의사결정과 저숙련노동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직무들이 생산되는 방식이 국내생산과 오프쇼어링
으로 나뉘는 기존 모형과는 달리, 본 모형에서는 직무들이 생산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뉜다. 직무들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모두 오프쇼어링으로 해외
에서 생산되거나,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이 공존하여 해외와 국내에서 동시에
생산된다. 따라서 생산 방식을 나누는 컷오프가 두 개 존재한다. 한 컷오프는 리
쇼어링이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나누고, 다른 컷오프는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이
함께 발생하는지 국내에서 생산되는지를 나눈다. 그리고 이 컷오프들이 이동하
여 정책의 영향을 결정하게 된다.
오프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후 갑작스럽게 많은 추가비용이 지출될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 지출이 너무 크다면, 해당 기업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 리쇼어링을 선택하고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
라서 리쇼어링은 해외에서 많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기업들의 선택이자,
국내에서 오프쇼어링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리쇼어링의 비용을 줄여주면 리쇼어링은 늘어난다. 이 때
리쇼어링 여부를 판가름하는 컷오프가 움직여 오프쇼어링으로만 해외에서 생산
되던 직무에서 리쇼어링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
이 함께 발생하는지 국내에서 생산되는지를 나누는 컷오프도 이동하는데, 이 컷
오프의 이동은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을 모두 증가시킨다. 이는 오프쇼어링을
고려하던 기업 입장에서 오프쇼어링의 위험이 줄어들었기에 오프쇼어링을 결정
할 유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쇼어링 비용 지원을 통해 생산
방식을 바꾸는 기업들은 비용이 컷오프 근처에 위치했던 기업들, 즉 국내 생산비
용과 해외 생산비용의 차이가 적은 기업들이 된다.
그 결과 직무의 이동으로 인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정해진다. 일정 직무
는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으로 전환하여 저숙련노동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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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무는 국내생산에서 오프쇼어링으로 전환하여 저숙련노동 고용을 감소시
키게 된다. 이것을 이동효과라고 하며, 리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동효
과 외에 생산효과와 대체효과가 있다. 리쇼어링 지원 정책은 비용 감소를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켜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저숙련노동의 생산비용
절감은 고숙련노동을 통한 생산보다 저숙련노동을 통한 생산이 더 유리하게 만
들어 숙련간 대체효과에서도 저숙련노동의 고용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직무간
대체효과에서는 리쇼어링을 통해 생산되는 직무의 생산은 생산비 절감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국내생산되는 직무는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여 고용을 감소
시키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의 복합적 영향으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리쇼어링 증가가 반드시 고용 증가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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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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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2. 미국
3. 유럽
4. 대만
5. 소결

1. 한국
가. 국내복귀 기업 현황
2012년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복귀
의향을 나타낸 기업은 총 90개 사가 있으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2018년 2월 현재까지 총 44개 사가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의향 및 선정 기업의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
도가 시행된 초기 연도에는 해당 기업 수가 많아 제도의 시행에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후 연도부터는 해당 기업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5-1. 연도별 국내복귀 기업 현황
(단위: 개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월
국내복귀 의향 기업
국내복귀 선정 기업

21

30

계

16

9

9

3

2

90

22

4

12

4

2

44

주: 국내복귀 의향 기업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내부자료.

국내복귀 의향 및 선정 기업이 어느 산업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국내복귀 의향은 주얼리 산업에서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신발(13개), 기계
(13개), 전자(12개), 섬유(10개) 산업에서 1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복귀 의향을
나타냈다.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자(12개), 주얼리(9개), 기계(6
개), 신발(6개) 산업 순으로 의향 기업이 많은 산업과 실제 선정 기업이 많은 산
업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주얼리 산업은 의향 기업이 26개로 가장 많았으
나 실제 선정 기업은 9개로 선정률은 34.6%를 보여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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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정 기업의 수가 많은 산업 중 전자(83.3%)를 제외하면 모두 50% 미만의 선
정률을 보이고 있어 실제 국내복귀를 실현하는 것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국내복귀 기업은 전북과 부산을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이는 주얼리
기업은 전북을, 신발 기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복귀를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5-1. 산업별 및 지역별 국내복귀 기업 현황
(단위: 개사)

A. 산업별

B. 지역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내부자료.

한편 국내복귀 의향 및 선정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해외사업장을 두고 있었으
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림 5-2. 해외사업장 위치 및 기업 규모별 국내복귀 기업 현황
(단위: 개사)

A. 해외사업장 위치

B. 기업규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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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복귀 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34)
우리나라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2013년 8월 6일 제정, 12월 7일 시행)｣로 정하여 지원하
고 있다. 이 법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를 마련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법 제1조).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해외진출 기업
이 국내로 복귀해야 한다. 이때 해외진출 기업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
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법 제2조 1항). 그리고 국내복귀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는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사업장
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는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과 국내에 신ㆍ증설하여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동일해야
한다(법 제2조 3항, 시행령 제3조 2항). 이외 국내복귀 기업에 국내복귀를 통하
여 신ㆍ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
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포
함시킴으로써 먼저 국내복귀 기업을 선정하고 이후에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였
다(법 제2조 4항, 시행령 제4조).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7)에 따르면 국내복귀 기업은 기존 국내사업장
의 유무와 해외사업장의 철수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지원사항이 차별된다.

34)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의 내용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검색일: 2018. 5. 2)에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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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복귀 기업의 네 가지 유형
복귀 유형
해외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유형 1: 청산 또는 양도

신ㆍ증설

유형 2: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ㆍ증설

유형 3: 청산 또는 양도

신ㆍ증설

유형 4: 생산량 축소

신ㆍ증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7), p. 9.

｢유턴기업지원법｣에 의하면 국내 복귀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인력 지원, 입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24에 의해 감면 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고 국내에서 창업하
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의미
한다. 그리고 해외사업장을 축소35) 혹은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
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
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산량 축소ㆍ유지의 경우에는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견 및 중소 기업의 경우만 지원대상이 되며, 생산량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5)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2호)에 의하면 생산량
축소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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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국내복귀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내용
복귀유형
해외사업장
기존

유형 1: 청산 또는 양도

창업ㆍ사업장 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기존

유형 2: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창업ㆍ사업장 신설
유형 3: 청산 또는 양도

창업ㆍ사업장 신설

유형 4: 생산량 축소

창업ㆍ사업장 신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국내사업장

최초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최초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최초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최초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주: 유형 2와 4는 중소 및 중견 기업만 해당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7), p. 22.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에 의해 국내에서 창
업하거나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진
다. 이때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4억 원까지 관세의 100%
를, 해외사업장을 축소 또는 유지하는 경우는 최대 2억 원까지 관세의 50%를 감
면 받을 수 있다. 관세 감면에도 생산량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 5-4. 국내복귀 기업의 관세 감면 내용
복귀유형
해외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한도

감면율

유형 1: 청산 또는 양도

신ㆍ증설

4억 원

100%

유형 2: 사업장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ㆍ증설

2억 원

50%

유형 3: 청산 또는 양도

신ㆍ증설

4억 원

100%

유형 4: 생산량 축소

신ㆍ증설

2억 원

50%

주: 중소 및 중견 기업이 지원 대상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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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기업이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소
및 중견 기업으로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해야 한다.36)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분양가ㆍ지가의 9~40%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지보조금
을 포함하여 최대 60억 원까지 총투자금액의 8~24%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표 5-5. 국내복귀 기업의 입지 및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내용

지역구분

지원비율

보조금
유형

중견기업

국가
중소기업

수도권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인접지역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지원우대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지역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일반지역

보조비율
최대 45%

최대 65%

최대 75%

주: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인접지역은 원주시, 충주시,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를,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7), p. 19.

고용보조금은 중소 및 중견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로 1년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내복귀 기업
의 원활한 핵심 인적자원 수급을 위해 특정활동사증(E-7)을 최대 30인까지 내국
인 고용인원의 30% 이내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 규모와 관련 없이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 기업에게는 입주 우선권이
부여되며, KOTRA에서 제공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구조조정 컨설팅, 신용보증
36) 관련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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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국내복귀 기업 유형별 지원 내용

기업

복귀

유형

지역

중
소
ㆍ
중
견
기
업

대
기
업

비
수
도
권
수
도
권

기존
국내
사업장
미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비
수
도
권

미보유

수
도
권

미보유

보유

보유

해외
사업장

조세
법인세ㆍ
소득세

보조금

인력지원

관세

입지

설비

보조금

E-7

청산ㆍ양도

○

○

○

○

○

○

유지ㆍ축소

○

○

○

○

○

○

청산ㆍ양도

○

○

○

○

○

○

축소

○

○

○

○

○

○

청산ㆍ양도

Ⅹ

Ⅹ

Ⅹ

Ⅹ

○

○

유지ㆍ축소

Ⅹ

Ⅹ

Ⅹ

Ⅹ

○

○

청산ㆍ양도

Ⅹ

Ⅹ

Ⅹ

Ⅹ

○

○

축소

Ⅹ

Ⅹ

Ⅹ

Ⅹ

○

○

청산ㆍ양도

○

Ⅹ

Ⅹ

Ⅹ

Ⅹ

○

유지ㆍ축소

Ⅹ

Ⅹ

Ⅹ

Ⅹ

Ⅹ

○

청산ㆍ양도

○

Ⅹ

Ⅹ

Ⅹ

Ⅹ

○

축소

Ⅹ

Ⅹ

Ⅹ

Ⅹ

Ⅹ

○

청산ㆍ양도

Ⅹ

Ⅹ

Ⅹ

Ⅹ

Ⅹ

○

유지ㆍ축소

Ⅹ

Ⅹ

Ⅹ

Ⅹ

Ⅹ

○

청산ㆍ양도

Ⅹ

Ⅹ

Ⅹ

Ⅹ

Ⅹ

○

축소

Ⅹ

Ⅹ

Ⅹ

Ⅹ

Ⅹ

○

주: 1)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의미한다.
2) 보조금의 경우 복귀지역의 구분이 여타 지원과 다르다.
3) 중견기업의 신ㆍ증설 사업장이 수도권 인접지역인 경우 입지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7, p.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기금의 보증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및 보험료 할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이 국내복귀 기업 선정
을 위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KOTRA의 국내복귀 기업 지원센터에 제출
해야 한다. KOTRA는 국내복귀 기업 선정 자격요건 적합 여부, 서류 누락 여부,
적합서류 여부 등의 서류심사, 해외법인 실체조사, 생산 현황, 청산ㆍ축소 현황
등의 현장실사, 선정심사 내용에 대한 자문단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
고서와 증빙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보고서
를 검토한 후 국내복귀 기업으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기업에 통보한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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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원제도별로 소관부처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소관부처의 심의 후 지원이 결정된다.37)

그림 5-3. 국내복귀 기업 지원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6), p. 11.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존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은
여전히 U턴 시 다수의 애로사항에 직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인우, 문선웅
(2011)에 의하면 304개 설문기업 중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8.9%로
비중이 낮았으며,38) U턴 시 청산절차 정보 부재와 설비매각의 어려움이 현지에
서의 주요 애로로, 높은 한국 내 인건비가 한국에서의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 그
리고 박성훈, 이수행(2014)에 따르면 기업이 선호하는 지원 정책은 입지 지원,
세제 지원, 사업장의 청산 및 정리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 또는 복귀 예정 기업 중 30개 기업을 조사한 최근 연구인 양금승
(2017, pp. 14~15)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50.0%)는 긍정적인 평가(23.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37)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 신청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KOTRA(2017, p. 1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8) 2016년 수출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해외생산 확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7%만이 국내로 이전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국내복귀 가능성은 최근에도 크게 변화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장현숙, 이유진 201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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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도에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귀 당시 혹은 복귀
이후 애로사항으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18.7%),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애로(16.5%) 등이 높은 순위에 있어 이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전 연구인 전인우, 문선웅(2011)에서도 한국 내 높은 인건비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지원제도ㆍ인센티브 만족도 및 애로사항
A. 지원제도ㆍ인센티브 만족도

B. 복귀 당시 혹은 이후 애로사항

자료: 양금승(2017), p. 14.

그림 5-5. ｢유턴기업지원법｣ 개선과제 및 최우선 정책과제
A. 개선과제

자료: 양금승(2017, p. 23)을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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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최우선 정책과제

한편 양금승(2017, p. 23)에 따르면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현재 ｢유턴기업
지원법｣ 중 고용ㆍ입지ㆍ설비 보조금 지원조건의 개선(62.2%)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투자ㆍ고용보조금 지원 확대(28.3%)가 기
업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이외 전인우, 문선웅(2011, p. 19)과 장요, 정진섭(2013, p. 20) 등 기존 연
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다수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6. 기존 연구 중 국내복귀 예상지역 결과
A. 전인우, 문선웅(2011)

B. 장요, 정진섭(2013)

주: 전인우, 문선웅(2011, p. 19)은 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결과를 정리함.
자료: 전인우, 문선웅(2011), p. 19; 장요, 정진섭(2013, p. 20)을 인용하여 저자 재구성.

이러한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
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리쇼어링 정책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이하의 절에서는 미국, 유럽, 대만을 중심으로 리쇼
어링의 현황을 알아보고,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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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가. 리쇼어링 현황
미국의 리쇼어링은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0년 16개의 회사
가 해외 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하였고 2014년에는 208개의 회사가 리쇼어링
을 결정하였다.39)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40) 리포트에 따
르면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는 2016년 7만 7,000개, 2017년에는 17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이는 대부분 중상 기술 수준의 직업에 집중되
어 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리쇼어링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하는데 이 때 매우 광범위한 정의를 적용하여 해외아웃소싱이 국내아웃소싱으로
바뀌는 경우도 모두 리쇼어링으로 보고 있다.

표 5-7. 미국의 리쇼어링 현황
(단위: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리쇼어링

16

64

104

210

208

151

91

자료: AT Kearney, https://www.atkearney.com/operations-performance-transformation/us-reshoring-index
(검색일: 2018. 11. 27).

표 5-8. 기술 수준별 리쇼어링 일자리 창출
(단위: %)

기술수준

2010

2011

상위 기술(High)

29

14

중상위 기술(Medium-high)

38

19

중하위 기술(Medium-low)

9

21

저위 기술(Low)

23

46

자료: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http://reshorenow.org/blog/reshoringinitiative-2017-data-report-reshoring-plus-fdi-job-announcements-up-2-800-since-2010/(검색일:
2018. 7. 10).
39) AT Kearney, https://www.atkearney.com/operations-performance-transformation/usreshoring-index(검색일: 2018. 11. 27).
40)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p. 1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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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쇼어링은 기존의 산업 기반을 활용하기 위해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집
중되었으며 그 외 임금, 토지 가격, 에너지 비용이 낮은 텍사스 등의 동남부 지역
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리쇼어링 기업의 약 60%가 중국에서 회
귀하였으며 약 20%의 기업이 멕시코에서 미국 내로 돌아왔다.

표 5-9. 리쇼어링 지역(2017년 기준)
주

일자리 수

기업 수

미시건주

8,359

32

애리조나주

8,235

8

앨라배마주

6,016

14

테네시주

4,941

22

펜실베이니아주

4,288

32

자료: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http://reshorenow.org/blog/reshoringinitiative-2017-data-report-reshoring-plus-fdi-job-announcements-up-2-800-since-2010/(검색일:
2018. 7. 10).

표 5-10. 리쇼어링 국가(2017년 기준)
국가

일자리 수

기업 수

중국

28,388

721

멕시코

8,795

81

일본

3,585

27

캐나다

2,951

49

스페인

675

5

자료: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http://reshorenow.org/blog/reshoringinitiative-2017-data-report-reshoring-plus-fdi-job-announcements-up-2-800-since-2010/(검색일:
2018. 7. 10).

산업별로는 2017년 기준 리쇼어링에 관련하여 창출된 일자리 중 운송장비 제
조업이 36%를 차지하며 리쇼어링에 따른 일자리 확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
고, 기계 및 기기 제조업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
응할 필요가 있는 의류 산업,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의료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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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도 다수의 리쇼어링이 관찰되었다. 미국 리쇼어링의 대표적인 예로
제너럴일렉트릭사(GE: General Electric)는 2009년, 2012년 각각 중국과 멕
시코로부터 고품질의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생산 일부를 켄터키의 루이스빌과
위스콘신의 밀워키로 옮겨왔으며, 2013년 월풀(Whirlpool)은 세탁기 생산을
멕시코에서 오하이오주로 옮겨왔다. 또한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는
2014년 캐딜락 SUV 생산을 멕시코에서 테네시주의 스프링힐로 옮겨왔으며,
2015년 포드(Ford)사는 에코부스트 터보 차저(EcoBoost Turbo Charger)41)
엔진 생산을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로 옮겨왔다.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배경에는 개도국의 임금 상승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외 운송 및 창고 비용, 렌트비, 공급자 관리 비용 등의 생산비
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중국의 근로자 임금은 2000~05년 사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였고 2005~10년 사이에는 매년 19% 증가하는 등 10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42) 2005년에 중국의 임금 수준은 미국의 약 10%에 불과
했지만 2012년에는 미국 임금의 37%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미국과 중국
의 임금 차이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아시아 국가의 실질 임금도
2000~08년 사이 매년 7.5% 증가하면서 미국과 개도국 사이의 임금 격차가 현
저하게 감소하였다.43) 기존 개도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은 주로 저임금을 활용하
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임금이 급
격히 상승하면서 더 이상 미국기업은 개도국의 저임금으로부터 큰 생산비용 절
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2014년 AT Kearney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오프쇼어링 국가의 생산비
용 증가뿐만 아니라 운송 시간 및 운송비를 줄이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며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41) 포드사의 연료 효율을 강화한 엔진 브랜드 이름(포드코리아, https://www.ford-korea.com/
ecoboost/, 검색일: 2018. 7. 10).
42) EPRS(2014), p. 4.
43)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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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운반비용 증가, 기업
경영의 유연성 부족 등이 리쇼어링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위에 언급된 요인들은 미국기업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푸쉬(push) 요인
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미국 국내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의 회귀를 유인하는 다
양한 풀(pull) 요인이 기업의 리쇼어링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국내의 풍부한
고숙련 노동자, 자동화 및 혁신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낮은 에너지 비용, 정
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의 경영 환경은 미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에 우호적인 제도 및 정책 역시 리쇼
어링의 주요 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에너지 비용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전
기요금은 약 8% 상승한 데 반해 미국 내에서는 셰일가스 공급 증가로 비용이 감
소하면서 미국 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고숙련 전문가가 풍부
한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R&D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재산권 및
특허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 국내 기업들은 혁신 기술 및 새로운 상품에 보다 용
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기업들은 Made in USA 이미지를 활용하
고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위해 리
쇼어링을 선택하기도 한다. 최근 월마트가 국내인소싱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결정
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위에서 언급한 리쇼어링의 푸쉬 및 풀 요인은 [표
5-11]에 정리되어 있다.
표 5-11. 리쇼어링 요인
푸쉬 요인

풀 요인

제품 품질

정부 세금 인센티브 및 보조금

운송 및 화물비용

고객 및 시장 접근성

개도국의 임금 인상

풍부한 고숙련 노동자

재고비용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이동 시간

기업의 사회적 공헌

자료: Reshoring Initiative 2017 Data Report, Reshoring Initiative, http://reshorenow.org/blog/reshoringinitiative-2017-data-report-reshoring-plus-fdi-job-announcements-up-2-800-since-2010/(검색일: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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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주요 트렌드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관찰되는 경우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Oldenski(2015)
는 리쇼어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국 전체 고용의 4.6%에 해당하며,
미국 다국적 기업이 2만 5,000개의 해외지사를 설립한 것에 비해 리쇼어링 수는
매우 미미하기 떄문에 리쇼어링이 주요 트렌드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하였
다. Cohen and Lee(2015)는 기업의 의사결정은 항상 변화하며 리쇼어링만큼
오프쇼어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기는 어
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림 5-7]과 [그림 5-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다
국적 기업에 의한 오프쇼어링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총매출 및 미국 내에서의 매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그림 5-7. 미국 다국적 기업의 오프쇼어링
(단위: 개 수, 천 명)

주: 자산, 매출, 순소득이 2,500만 달러 이상인 해외 자회사만을 포함함.
자료: 미국 경제조사국(BEA), https://www.bea.gov/international/di1usdop.htm(검색일: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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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미국 다국적 기업의 총 매출 및 국내 매출
(단위: 천 달러)

주: 자산, 매출, 순소득이 2,500만 달러 이상인 해외 자회사만을 포함함.
자료: 미국 경제조사국(BEA), https://www.bea.gov/international/di1usdop.htm(검색일: 2018. 2. 19).

AT Kearney(2014) 보고서 역시 오프쇼어링이 리쇼어링을 능가하고 있으
며, 다수의 미국 다국적 기업은 생산설비를 한 국가에서 국내가 아닌 다른 제3국
으로 이동시키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코치(Coach)는 지갑 및 핸드백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으로 이동하였고, 청소용품 및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카사벨라
(Casabella)와 산업용 보관장을 생산하는 비아시스템은 생산설비를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미국의 일부 기업이 경
영환경 변화 및 다양한 이유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을 선택하고는 있지
만 이것이 주요 트렌드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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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쇼어링 정책
2000년대 해외로 진출했던 미국기업이 일부 또는 전체 생산 라인을 국내로
옮겨오면서 리쇼어링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는 리쇼어링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National Economics
Council(2016)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기업 경영진의 리
쇼어링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의 약 53%가 중국
의 생산설비를 국내로 옮겨올 예정이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딜로이트를 인용해 중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이 약
250만~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첨단 제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에 관한 보고서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를 발표하고 제조업, 특히 첨단기술 분야 제조업 활성화를 강
조하였다. 본 보고서는 제조업은 수출, 고용, 지식 생산 및 혁신을 통해 국가 경
제성장을 이끌어왔지만, 2000년대 이후 국가 소득 및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독일과 일본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 첨단기술 제조업 부문의 무역수지는 2001년 흑
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으며, 2003년 170달러의 무역적자 폭은 2010년 81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44) 따라서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지위를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국 및 다국적 기업의 제조업과 제조업 관
련 R&D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The
Obama Administration’s Proposal to Establish a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에서는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업 기술개발이
44)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20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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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단기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장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이
러한 흐름하에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5) 그리고
2016년 발표된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National Economics Council, 2016, pp. 5-14) 역시 제조업이 혁신 경제
성장의 핵심임을 언급하면서 제조업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을 언급하였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기업 친화적 환경 마련이라는 틀 안에서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그리고 R&D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통
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46) “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2012, The White House)에는 미국 복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었고, “Make it in America Initiative”에서는 미
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였다.47) “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는 제조업, 기술, 에너지, 그리고 가치 네 가지 분야를
다뤘는데, 그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아웃소싱 제한, 인
소싱 장려를 제안하였다.48) 미국기업의 해외 이윤에 최소 세금을 부과하여 해외
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세금 특혜를 없애고 다른 나라가 낮은
세금으로 미국기업을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 공장을 철
폐하고 생산을 해외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고, 오히
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고,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하였
다. 그리고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중국을 포함 불공정 무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무역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49)
45) Sargent Jr(2014) 참고.
46) National Economics Council(2016), pp. 5-14 참고.
47) https://brady.house.gov/make-it-america-initiative(검색일: 2018. 7. 13).
48) “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에서 사용하는 ‘아웃소싱’과 ‘인소싱’은 본 보고서 제2장
에서 정의하는 ‘오프쇼어링(해외생산)’과 ‘온쇼어링(국내생산)’의 개념에 가깝다.
49) The White House(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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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 개요
핵심 주제

구체적 내용
ㆍ아웃소싱에 대한 공제 제한, 해외에서 발생한 이윤 및 일자리에 대해

제조업: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아웃소싱 제한, 인소싱 장려

세금 부과, 미국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보상 제공
ㆍ미국 내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ㆍ불공정무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
ㆍ해외참전이 끝나면서 발생한 금액의 반을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사용
ㆍ200만 명의 숙련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열심히 일하고 책임 있는
미국인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전문대학과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
ㆍ직무교육과 실업보험을 개혁하고 실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창설
ㆍ훌륭한 교사 양성
ㆍ모든 주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촉구 등

에너지:

ㆍ100년간 천연가스 공급 개발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제공

미국의 에너지 자원 최대한

ㆍ에너지 업그레이드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활용

ㆍ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ㆍ중산층에 대한 세법을 더 공정하고 간단하게 만들고, 부자들에

가치:

대해서는 버핏 룰 적용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고

ㆍ부자들에 대한 보조금 중지

공정한 보상을 받는 사회

ㆍ급여소득세 인하를 확대하여 중산층의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
ㆍ월스트리트에 공정한 룰 적용 등

자료: The White House(2012) 바탕으로 구성.

의회는 2010년 7월 미국의 제조업을 재활성화하고자 “Make it in America”
를 시작하였고, 이후 기업가 정신 및 혁신 확대, 기술 격차 해소, 21세기 인프라
개발, 제조업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Make it
in America”와 관련하여 19개의 법안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제공
및 세금 감면, 신속한 특허 행정절차, 고숙련 노동자 훈련 등을 지원하였다. 그중
에서도 리쇼어링과 관련된 법안은 2010년 8월에 제정된 아웃소싱 제한 법령
(Public Law 111-226)과 2014년에 제정된 2013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법안
(Public Law 11-235)이 있다. 아웃소싱 제한(Preventing Outsourcing) 법
령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없애 오프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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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장려할 수 있는 조세 법률상의 허점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2013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법안(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3)은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직접 기업, 근로자, 그리고 학계와의 면
담을 통해 제조업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전시키
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제조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채권
보증을 제공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법안(Public
Law 111- 358),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와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을 6년 연장하는 법안(Public Law, 112-81) 등을 제정하
였다.

표 5-13. Make it in America 관련 법령
법령 번호 및 제정 일자

법안

Public Law 111-227

미국 제조업 강화 법안

미국기업이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U.S. Manufacturing

구입할 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2010.8.11
Public Law 111-224
2010.8.10

Enhancement Act)
미국 특허 보호
(Protecting American
Patents)

Public Law 111-226

아웃소싱 제한

2010.8.10

(Preventing Outsourcing)

Public Law 111-240
2010.9.27
Public Law 111-275

중소기업 일자리

참전용사에 대한 에너지
(Energy Jobs and Training
for Veterans Act)

Public Law 111-358
2011.1.4

있도록 함
특허청에 밀려 있는 120만 개의 특허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장려하는 세금 면제 종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세금

(Small Business Jobs Act)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와 직업훈련
2010.10.13

내용

미국 경쟁력 강화 재인가법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현장훈련, 장기
고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보조금
지원

혁신기술 사용 중소기업에 대출담보
제공과 STEM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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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계속
법령 번호 및 제정 일자

법안

내용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및
Public Law 112-81

기술이전(STTR) 프로그램
재인가
(Reauthorization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2011.12.31

Research(SBIR) and Small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내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에 자금
지원을 6년 연장

Business Technology
Transfer(STTR) programs)
Public Law 112-29
2011.9.16
Public Law 112-122
2012.5.30
Public Law 112-141
2012.7.6
Public Law 113-128
2014.7.22
Public Law 113-128

미국 발명법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특허법 개선

수출입 은행 재인가법

미국 수출업자 경쟁력 유지 및 사업

(Export-Import Bank

불확실성 제거를 돕는 수출입은행 3년

Reauthorization Act)

재인가

육상운송개혁법안
(Surface Transportation
Reauthorization)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

산업 발전,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자금 지원
취약계층 구직 지원, 노동자 전략적

(Workforce Innovation and 지원 및 기업의 구인 도움을 통해 경제
Opportunity Act)

회복

미국 노동(AMERICA Works)법
(American Manufacturing
Efficiency & Retraining

2014.7.22

미국기업 혁신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Investment Collaboration

미국 노동자가 산업에 필요한 자격증,
학위를 받도록 도와서 전체 노동력 강화

(AMERICA Works) Act)
Public Law 113-128

지방의 고용 클러스터 강화
(Strengthening Employment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노동력 창출을
Clusters to Organize

2014.7.22

Regional Success

위하여 고용주, 교육기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체결

(SECTORS) Act)
Public Law 113-128
2014.7.22
Public Law 113-128
2014.7.22

현장훈련법

실업자와 고용주를 연결하는 지역

(The On-The-Job Training 직업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Act)
성인 교육 및 경제성장법
(Adult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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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 보조금 지원
성인에게 직업 훈련 및 교육의 기회를
늘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

표 5-13. 계속
법령 번호 및 제정 일자
Public Law 113-235
2014.12.16

법안
(American Manufacturing

지시하여 관련 기관과 함께 제조업을

Competitiveness Act of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2013)
Public Law 114-94

내용

2013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

강화 전략을 발전

수출입 은행 재인가(2015
육상운송개혁법안 포함)
(Export-Import Bank

미국 수출업자 경쟁력 유지 및 사업

Reauthorization(included in 불확실성 제거를 돕는 수출입 은행 4년
2015.12.4

the Surface Transportation 재인가
Reauthorization and Reform
Act of 2015))

Public Law 114-159

2016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American Manufacturing

2016.5.20

Competitiveness Act of
2016)

Public Law 115-6
2017.2.28

미국기업이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여성 기업가정신 진흥법

미국 과학기술기회균등법을 수정하여

(Promoting Women in

실험실 내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을

Entrepreneurship Act)

돕는 프로그램 제공

자료: The White House(2012)를 바탕으로 구성.

또한 미국 상무부 아래 경제발전부(U.S. EDA: U. 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는 미국국립 표준기술제조업확장파트너십연구원(NIST MEP: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고용 및 직업훈련부(U.S. Department of Labor’s
ETA: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그리고 델타 지역당국
(Delta Regional Authority)과 함께 “Make it in America Challenge”를 추
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리쇼어링, 외국인투
자기업 촉진, 미국기업의 국내생산 유지 및 확장, 그리고 기업들의 요구에 부합
한 근로자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리쇼어링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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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오프쇼어링의 총 비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전지역비용산정(ACE: Assess Costs Everyshere)’ 시스템50)을 제공하고 있
으며, 이를 리쇼어링 기업의 성공 사례, 미국 산업정책 홍보자료 등 미국기업들
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도 활용하고 있다.51)

글상자 5-1. 전지역비용평가(Assess Costs Everywhere) 시스템52)

□ 배경: 글로벌 기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오프쇼어링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만
큼 크게 나타나지 않자 오프쇼어링 기업들은 국내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또는 중간재 계약을
해외 공급자에서 국내 공급자로 바꾸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러한 리쇼어
링 현상을 지속시키기 위해 제조기업들의 위치 결정을 돕기 위한 비용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특히 미의원 울프는 미국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비용평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상무부의 비용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총괄하였다.
□ 내용: 비용평가 프로그램은 오프쇼어링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과 위험을 제시하고 공공 및 민
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오프쇼어링의 정확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때 비용은 임금 및 운반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10가지 비용과 위험
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용 계산 후에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례 및 그 외 미국 상무부가 제공하
는 지원들을 소개한다. 그중의 한 예로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MEP: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은 현지조사센터와 1,300명의 전문 현지직원을 활용해 기업들이 정확한 오프쇼
어링 비용을 계산하도록 돕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 개선, 기술 촉진, 공
급망 개발, 지속가능성,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시사점: 비용평가 프로그램 목적은 기업들에게 미국 내 실제 비용 및 위험이 낮은 것을 홍보
하고, 오프쇼어링에 대해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오프쇼어링을 제
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평가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관련
연구 및 국내에서 누릴 수 있는 지원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내 투자를 홍보하는 용도로도 활용
하고 있다.

50) 자세한 내용은 [글상자 5-1] 참고.
51) U.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https://www.eda.gov/archives/2016/chall
enges/MakeItInAmerica/index.htm(검색일: 2018. 7. 4).
52)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https://www.mbda.gov/news/blog/2013/04/
ace-tool-helps-us-businesses-fully-assess-advantages-manufacturing-and-sourcing(검
색일: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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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고임금, 상위기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IT
및 반도체 산업 등의 선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 같은 장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같은 단기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발의된 “Bring Jobs
Home Act(S. 2569)”는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세금공제를 철폐하는 반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총 이전비용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3) *,**54)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추진과 함께 기계 제조업자 연합회 회장이었던 Moser
는 2010년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www.reshorenow.
org)를 창설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회귀하도록 격려하였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목적으로 리쇼어링의 성공 사례와 관련 데
이터 및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 총 비용 견적서(Total Cost of Ownership
Estimator)를 무료로 제공해 기업들이 부품 구매 및 공급자 대안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리쇼어링 도서관은 3,500개 이상의 리쇼어링에 대한 기사 및 자료
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리쇼어링 기업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리쇼어링 이유,
과정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홍보하고 있다. 또한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리쇼
어링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니어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들의 위치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53) 다만 이 법안은 2014년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며(CONGRESS.GOV, https://www.congress.
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2569, 검색일: 2018. 5. 4), 2017년에 재발의된 바 있다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47, 검색
일: 2018. 5. 4).
* 초판 “예를 들어 2014년 통과된 “Bring Jobs Home Act(S. 2569)”하에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세금공제
를 철폐하는 반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총 이전비용의 20%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의 내용
을 수정함.
** 초판 각주 53)의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2569(검색일: 2018. 5. 4)”의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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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가. 리쇼어링 현황
유럽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오프쇼어링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유
럽경제공동체 형성 이후 노동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오프쇼어링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유럽의 높은 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은 유럽의 제조기업이 개도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오프쇼어링 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하는 리쇼어링
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의 약 1/6이 리쇼어링을 선
택하였으며, 그 외 유럽 국가에서는 오프쇼어링 기업의 약 1/3이 국내로 회귀하
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MAKERS54)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가장 활발하게 리쇼어링이 추진되고 있으며 벨기에, 슬로바키아는
전체 기업 중 약 6%가 리쇼어링 기업이고,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의 약
3%가 리쇼어링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5-14]에 정리되어 있다.
표 5-14. 유럽 국가의 리쇼어링(기업 비율)
(단위: %)

국가

리쇼어링 기업 비율

스웨덴

9.0

아일랜드

8.7

벨기에

6.3

슬로바키아

6.0

프랑스

5.6

덴마크

4.3

핀란드

4.3

자료: Kinkel et al.(2017, p. 23)을 인용하여 저자 정리.
54) MAKERS는 EU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Horizon 2020’에 속한 프로젝트로 EU의 제조업 경쟁력 향
상을 목표로 혁신, 리쇼어링,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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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의 리쇼어링을 조사한 UniCLUB MoRe reshoring 데이터55)에 따르면 리쇼어링 건수는 총 727건으로,
이는 590개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한 기업당 평균 1.23개의 리쇼어링 결정을
내렸다. 국가별 리쇼어링 건수로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173건으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132, 117건을 기록하였다. 국가별 리쇼어링 건
수는 [표 5-15]에 정리되어 있다.

표 5-15. 유럽 국가의 리쇼어링(건 수)
(단위: 개)

국가

리쇼어링

국가

리쇼어링

이탈리아

173

슬로베니아

5

프랑스

132

에스토니아

3

영국

117

크로아티아

2

독일

85

아일랜드

2

스페인

56

슬로바키아

2

스웨덴

44

체코

1

네덜란드

25

덴마크

1

핀란드

18

그리스

1

노르웨이

14

라트비아

1

덴마크

13

룩셈부르크

1

폴란드

10

포르투갈

1

스위스

8

벨기에

7

총합

727

자료: Stefano, Fratocchi, and Iapadre(2018), p. 18.

유럽의 오프쇼어링은 주로 대기업에 의해 진행된 반면 리쇼어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56) Uni-CLUB MoRe reshoring 데
이터에 따르면 727건 중 390건은 대기업의 리쇼어링이고, 331건은 중소기업에

55) 이 데이터의 집계는 2007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집계 방법은 언론검색으로, 뒤에 나오는 European
Reshoring Monitor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다(Stefano, Fratocchi, and Iapadre 2018).
56) Heikkila, Martinsuo, and Nenonen(2018), p.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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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리쇼어링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전기장비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항공
우주 산업, 방위 산업 같은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이나 공급자와의 관계가 중
요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행과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
하게 반응해야 하는 의류 산업에서도 리쇼어링이 관찰되고 있다.57) 유럽표준산
표 5-16. 산업별 유럽 리쇼어링 현황
(단위: %)

산업코드

산업명

비율

15

가죽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1.6

14

의복 제조업

11.1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8

26

컴퓨터, 전자 및 광학용제품 제조업

9.5

27

전기장비 제조업

9.1

32

기타 제조업

6.5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1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6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5.2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0

10

식료품 제조업

4.7

31

가구 제조업

3.3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21

기초 의약품 및 약품용물질 제조업

2.2

13

섬유제품 제조업

1.8

24

1차 금속 제조업

1.8

2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4

17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8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7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7

11

음료 제조업

0.6

12

담배 제조업

0.1

33

기계ㆍ장비 수리 및 설치 공사업

0.1

자료: Stefano, Fratocchi, and Iapadre(2018), p. 20.
57) EY, http://www.ey.com/uk/en/newsroom/news-releases/15-02-16-re-shoring-presents15 –billion-opportunity-for-the-uk-economy(검색일: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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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류(NACE)에 따른 리쇼어링 현황은 [표 5-16]에 정리되어 있다. 특히 기술
별로 산업을 구분해서 보면 첨단기술 산업에서 리쇼어링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
나는 반면, 노동집약 산업에서의 리쇼어링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표 5-17 참고).

표 5-17. 산업기술별 유럽 리쇼어링 현황
(단위: %)

산업기술별

리쇼어링 기업 비율

첨단기술(high tech) 산업

7.5

중고기술(medium-high tech) 산업

5.3

중저기술(medium-low tech) 산업

3.0

저기술(low-tech) 산업

2.7

주: 2010~12년 EMS(European Manufacturing Survey)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사기업 3,293개 대비 비율로
계산됨.
자료: Dachs and Zanker(2015), p. 4.

국가별로는 지난 10년 동안 오프쇼어링이 활발하게 일어난 중국과 인도,
2004년도에 EU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주로 관찰되
며, 이 외에도 독일 같은 서부유럽 국가들과 미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도 다수 관
찰된다.58) Uni-Club MoRe reshoring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리쇼
어링이 35.1%로 가장 높고,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으로부터 돌아오는 리쇼어링
이 각각 24.9%, 17.3%로 그 뒤를 잇는다. 국가별 리쇼어링 현황은 [표 5-18]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유럽 리쇼어링의 약 80%는 오프쇼어링 이후 3~4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기존 오프쇼어링 결정을 번복하면서 발생하는 리쇼어링
이며, 그 외 20%는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 결정으로 간주된다.

58) Dachs and Zanker(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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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국가별 유럽 리쇼어링 현황
(단위: 건수, %)

국가
아시아

리쇼어링
중국

255(35.1)

중국 이외 아시아

84(11.6)

일본
유럽 & 구소련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340(46.8)

1(0.1)

동유럽 & 구소련

126(17.3)

서유럽

181(24.9)

북아프리카 & 중동

28(3.9)

남아프리카

1(0.1)

아프리카

2(0.3)

북아메리카

7(1.0)

중앙 & 남아메리카

7(1.0)

미국

12(1.7)

호주

1(0.1)

307(42.2)

31(4.3)

26(3.6)
1(0.1)

기타

22(3.0)

총합

727(100)

자료: Stefano, Fratocchi, and Iapadre(2018), p. 19.

유럽의 주요 리쇼어링 요인은 품질 관리 및 유연성 부족으로 미국의 주요 리쇼
어링 요인이 생산비 상승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Kinkel and Maloca(2009)의
2006년 독일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
으로 공급탄력성(72%), 제품 품질(60%), 높은 경영비용(16%), 인프라 부족
(15%), 인적자본 부족(9%) 등이 지적되어 생산비용보다 질적인 요소가 더 중요
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 제조기업을 조사한 Bailey and De
Propris(2013)는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으로 운송비용(62%), 제품 품질(52%),
공급망 문제(39%), 환율 변화(31%), 임금 상승(31%), 적재시간 소요(31%), 그
리고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부족(31%) 등을 지적했다. 특히 공급망 문제
와 관련하여 2011년 일본 쓰나미와 태국의 홍수 사태를 겪으면서 다국적 기업들
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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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유럽 리쇼어링 요인
(단위: %)

주: 2010~12년 EMS(European Manufacturing Survey)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리쇼어링 기업 비율로 계산됨.
자료: Dachs and Zanker(2015), p. 7.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돌아온 리쇼어링 유인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시아에서
돌아온 기업의 경우 운반 시간 및 지연, ‘Made in X’ 효과, 고객과의 근접성을
리쇼어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데 반해, 동유럽에서 돌아온 기업의 경
우 낮은 품질, ‘Made in X’ 효과, 자동화, 혁신 제품 및 신기술 활용 등을 리쇼어
링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리쇼어링이 주로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볼 때 새로운 기술 접근 및 활용이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선택한 중요
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쇼어링의 요인 중 하나로 신흥국의 임금 상승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신흥국의 임금은 유럽 국가의 임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
이다. 반면 유럽 국가의 높은 에너지 비용, 제한적 규제, 금융에 대한 제한적 접
근성 등은 오히려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럽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오프쇼어링
추진 당시 오프쇼어링 자체와 오프쇼어링 국가에 대한 관련 지식 부족이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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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존 의사결정을 번복하면서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사와 생산공장의 물리적 거리는 관련 운송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 감
독 및 조정을 어렵게 하였고, 복잡한 제품 생산 및 생산과정 효율화와 관련된 지
식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산의 비효율화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오프
쇼어링 당시 관련 요소 및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오프쇼어링을 추진하
였다가 이를 되돌리기 위해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유럽의 리쇼어링 대부분이 해외로 진출한지 약 4~5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는 기존 오프쇼어링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리쇼어링으로 추측된다.59)
또한 유럽의 리쇼어링은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sation of manufacturing)
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 이상 제품 제조 및 판매에서 생산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과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
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리쇼어링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활동과 생산활동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R&D 센터와 생산라인이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Alcacer and Delagado 2013; Berry 2014). 실제로 프랑스의 안경
제조회사인 아톨(Atol)은 R&D 기술을 활용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2007년 중국 생산공장을 프랑스로 이전하였으며, 스포츠 제품 회사인 데
카르톤(Decathlon)은 연구 결과를 제품에 바로 적용해보고 또한 신기술의 저작
권을 보호받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생산공장을 프랑스로 이전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브렉시트라는 특수 상황으로 영국 파운드화가 절하되고 수
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리쇼어링이 더욱 촉진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자
동차 산업에서 리쇼어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맥라렌(MaLaren)은 셰필드
에 공장을 세우고 고성능 차량 생산을 옮겨와 약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
다.60) 그 외 식품산업에서도 리쇼어링이 나타났는데 전 세계 제과 산업에서 두
59) Kinkel and Maloca(2009), pp.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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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큰 캐드버리(Cadbury)는 밀크 초콜릿(Dairy Milk) 생산 전체를 폴란드
에서 영국으로 옮겨왔다.61) 캐드버리의 북유럽 지사장인 클렌 카턴(Glenn
Caton)에 따르면 영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독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3배 이상
의 비용이 들지만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기계 자동화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고 밝혔다.62) 또한 영국기업의 리쇼어링은 소비자들의 불
만이 증가하면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가장 큰 4G 네트워크 기업인
EE는 모든 고객 콜센터를 영국과 아일랜드로 옮겨왔으며, 통신회사인 BT와 보
다폰(Vodafone)도 남아프리카, 인도, 이집트에 있던 고객서비스 센터를 국내로
옮겨왔다.
이처럼 최근 상당수의 리쇼어링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 제조업 설문조사에 따
르면 2013~15년 사이 독일 제조기업의 약 3%가 리쇼어링을 선택한 반면 약
9%의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추진하였고,63) 2010~15년 사이 핀란드 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오프쇼어링이 리쇼어링보다 약 2.3배 더 큰 규모로64)
조사되었다. 또한 Dachs and Zanker(2015)에 따르면 2010~12년 기간 동안
리쇼어링 기업의 비중은 전체 기업의 4%로 매우 낮으며, 이 또한 2007~09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리쇼어링이 유럽의 제조업 부흥을 일으
키는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60) The Telegraph, https://www.telegraph.co.uk/business/2017/02/08/mclaren-reshores-w
ork-opens-new –factory-sheffield/(검색일: 2018. 5. 30).
61) The Telegraph, https://www.telegraph.co.uk/news/2017/04/06/cadburys-comes-homedairy-milk-pro duction-set-return-uk/(검색일: 2018. 5. 30).
62) Business Quarter, http://www.bqlive.co.uk/midlands/2017/04/10/news/dairy-milk-pro
duction-returns-to –bournville-25564/(검색일: 2018. 5. 4).
63) Kinkel(2018), p. 4.
64) Heikkila, Martinsuo, and Nenonen(2018), p.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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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쇼어링 정책
유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 부활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65) EU는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유럽연합집행기관(EC: European Commission)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였다.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리
쇼어링을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산업 부흥(Renaissance of Industry for
Sustainable Europe Strategy)’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유럽전략 2020
(Europe Strategy 2020 Program)에 명시하였다. 리쇼어링 정책을 통한 다국
적 기업의 복귀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관여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까지 증가시키므로 제조업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유럽은 저임금 활용을 위해 해외로 나간 제조공장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 아니라,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수요자 개개인 필요에 맞춘 디자인 및 서비스
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제조업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
부가가치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임금 비중이 낮으므로 국내 고임금 요소가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럽의 리쇼어링 정책은 일자
리 창출 목적보다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 혁신과 관련되어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국내 산업의 자동화 및 혁신 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
이 국내 선진 기술을 활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제
Kinkel and Jӓger(2017)는 약 2,000개의 제조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의
디지털화와 리쇼어링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즉 디지털
화를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국내로 회귀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임으로써 인더스트

65) Bailey and De Propris(2014), p.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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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4.0이 리쇼어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기술 혁신
은 노동 의존도를 낮춰 저임금 국가로 오프쇼어링하는 유인을 낮추는 반면 국내
공장의 규모의 경제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고, 또한 주문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
춘 생산 형태(customized production)로 변화하면서 고객 근처에 위치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졌다고 설명하였다.66)
유로파운드(Eurofound)67)는 유럽연합집행기관으로부터 2015~18년 ‘유럽
제조업의 미래(Future of Manufacturing in Europe)’ 프로젝트 수행을 위임
받아 그 일환으로 이탈리아 대학교 재단인 Uni-CLUB MoRe 리쇼어링 리서치
그룹68)과 함께 European Reshoring Monitor(ERM)를 운영하고 있다. ERM
은 신문 등의 미디어 자료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럽 기업의 리쇼어링 사례를
수집하고 또한 리쇼어링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정책 보고서, 사설 등을 지속적
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유럽의 리쇼어링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RM에 따르면 2015~18년 5월까지 파악한 유럽의 리쇼어링 건수는 총
184건69)으로 164개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각 기업당 평균 1.12개의
리쇼어링 결정을 내렸다. 유럽 기업이 철수 또는 축소한 국가는 중국 29.3%, 유
럽 50.5%, 북아메리카 3.3% 등으로 나타나며, 또한 164건의 리쇼어링 사례 중
142건은 제조업에서 나타났다.70)
국가별로 리쇼어링 정책을 살펴보면 독일은 2011년부터 시작된 하이테크 전
략인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틀 안에서 리쇼어링을 추진하였다. 독일
은 인더스트리 4.0으로 혁신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하면서 선진 기술 및 신제품을

66) Dachs, Kinkel, and Jӓger(2017), pp. 7-8.
67) 유로파운드는 유럽전략 2020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EU 산하기관이다.
68) 이탈리아의 Bologna, Catania, L’Aquila, Modena & Reggio Emilia 그리고 Udine 대학교의 경영
공학 교수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69) 여기에는 ① 기존에 다른 EU 국가로 오프쇼어링 했다가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유럽 기업 ② 기존에 EU
이외 국가로 오프쇼어링 했다가 EU 국가로 되돌아오는 유럽 기업 ③ 유럽 내에서 생산기지를 옮기는
비유럽 기업 ④ 기존에 EU 이외 국가로 오프쇼어링 했다가 EU 국가로 돌아오는 비유럽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70) Stefano, Fratocchi, and Iapadre(2018), pp. 12-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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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였다(Blanchet et al. 2014).
그리고 가상 물리 시스템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해 임금 의
존도를 낮출 때에만 고임금 국가에서도 제조업 생산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71) 앞에서도 언급한 Kinkel and Jӓger(2017)는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첨단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기업
에 비해 10배 이상 리쇼어링 경향이 높음을 보였다. 즉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자동화 및 생산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기업의 유연성 및 개인의 요구에 맞춘 생산
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업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리쇼어링은 생산의 자동화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크지 않
지만, 리쇼어링 기업의 장비 및 인프라 구입 그리고 중간재 및 서비스 구입을 통
해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72) 이와 같이 리쇼어링을
인더스트리 4.0의 틀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유럽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방법
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무역투자부(UK Trade and Investment)73)와 제조업자문서비스
(Manufacturing Advisory Service)74)는 2014년 Reshore UK를 세우고 원
스톱샵(One-stop-shop)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영국정부는 영국 리쇼어링 기
업에게 매칭 및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경영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였
다. 특히 제조업자문서비스는 중소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영국 공급망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선진 공급 체인망(Advanced
Manufacturing Supply Chain)’을 통해 근처 지역의 공급자와 연결해 주는
등 공급체인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주요 중간재 공급자가 영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자본 및 기
71) Muller, Dotzauer, and Voigt(2017), p. 166.
72) Kinkel and Jӓger(2017), p. 21.
73) 2016년 7월 국제무역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로 변경되었다.
74) MAS는 기업, 혁신 및 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로부터 재정 지원
을 받는 기관으로 영국 중소기업에게 전략, 프로세스 개선, 신제품 출시, 공급망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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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투자 자금을 지원하였다. Reshore UK는 영국기업뿐만 아니라 영국에 투자
하는 다국적 기업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이후 영국 외국인직
접투자로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리쇼어링 정책은 현재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의 산업부흥부(Ministry for Industrial Renewal)는 콜베르 2.0(Colbert
2.0)을 통해 구체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였다. 미국의 US Reshoring
Initiative를 참고하여 2013년 7월에 웹사이트(www.colber2-0.fr)를 열고,
기업들이 설문 작성을 통해 기업 자신이 리쇼어링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툴
을 제공하였고 정부와 일대일 면담 기회를 제공하였다.75) 그러나 콜베르 2.0정
책 역시 프랑스의 정권이 바뀌면서 활발하게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활발하던 리쇼어링 정책이 주춤한 것에 대해서
유로파운드의 전문가는 두 가지 배경을 제시하였다.76) 첫째는 리쇼어링 정책을
처음 시행할 때에는 리쇼어링 현상이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였
으나 실제 리쇼어링은 제한된 현상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리쇼어링
에 대한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오프쇼어링을 자발적으로 하였
듯이 리쇼어링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영국과 프랑
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나, 유로파운드에서 리쇼어링 연구를 이끌
어온 전문가의 견해라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만하다.
그 외 네덜란드 경제부는 네덜란드 외국인투자기관(NFIA: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을 통해 외국기업에 기업 설립 및 확장에 관련된
자문 및 도움을 제공하는데, 2013년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6억
유로의 특별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리쇼
어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에밀리아-로마냐는 지역법
75) Backer et al.(2016), p. 25.
76) John Hurley, Eurofound Research Manager, Employment 전화 인터뷰(2018. 5. 14,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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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에몬테주는 지역법 34/2004를 통해
원래 피에몬테주에 있던 기업이 리쇼어링한 경우 50인 이상 기업이고 리쇼어링
이후 3년이 지나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글상자 5-2. 독일의 인더스트리 4.077)78)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2006년 8월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첨단기술전략’에서 시작된 산
업 관련 정책으로 2011년 1월에 공식적으로 발의되었다. 공식 발의 이후 2012년 1차 초안이
발표되고 2013년 최종 제안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2013년 독일의 대표적인 3개 협회 BITKOM,
VDMA, ZVEI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결성하고 표준화, 연구, IT 보완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
하여 2015년 재수정ㆍ보완된 제안을 발표하였다.
인더스트리 4.0은 기존의 제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공정 시스템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
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을 지향하였다. 즉 인터넷 기반으로 스마트 기술 및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고, 부분, 기계, 그리고 인간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상물리 시스템, 사물간 인터넷, 클라우드,
인지적 컴퓨터 등을 포함하며, 주요 특징은 상호 운용성, 정보 투명성, 기술 지원, 분산 결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조업 혁신은 서비스 및 비지니스 모델,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IT 보완, 기계
안전, 제품 주기, 사회경제적인 요소 등 다양한 분야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대만
가. 리쇼어링 현황
대만의 초기 리쇼어링 정책에 힘입어 정책 초기에 대만으로 유턴한 기업은 대
표적으로 자연미(自然美),79) 왕왕(旺旺),80) 한종정기(汉钟精机)81)가 있다. 각 기
77)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8D%94%EC%8A%A4%ED%8
A%B8%EB% A6%AC_4.0(검색일: 2018. 7. 6).
78) 김규판 외(2017), pp. 86~88.
79) 자연미 기업은 1972년에 설립된 미용(피부관리, spa, 건강식품 등) 전문기업으로 베이징, 광저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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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대만으로 투자를 확대한 이유는 상이하다. 먼저 자연미의 경우 전문 미용기
업으로 대만 내 투자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약 20억 대만달러의 투
자확대를 계획했다. 왕왕의 경우 대만 증시 상장 등 이유로 유턴을 계획했다. 한
종정기의 경우 대만의 공업연구원과의 기술협력을 위해서 대만에 투자를 확대하
였다.

표 5-19. 초기 유턴기업 사례
회사명
자연미
(自然美)

유턴 이유
- 양안관계 양호에 따른 상호 교류가능성
증대
- 대만의 시장 확대 진출

왕왕

- 대만 증권시장에 상장

(旺旺)

- 국내 서비스기업의 잠재능력 감안
- 대만이 기술역량과 정부의 기술개발

한종정기

장려책

(汉钟精机) - 대만공업연구원과 기술협력
- 고급상품 개발

(대만 내) 투자계획
- 피부관리 및 화장품 개발 등에 20억
대만달러 투자 예정
- 1억 달러 예탁증권(TDR) 발행
- 새로운 호텔, 공장 등을 건설 예정이며 총
50억 대만달러 이상 투자 예정
- 공장건설계획(타이중)
- 주요 생산설비 등에 10억 대만달러
투자예정

자료: 대만 경제부(2009), ｢대만기업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强辅导台商回台投资措施)｣, pp. 12~14.

한편 대만기업이 중국대륙에서 유턴하여 서비스업 분야로 신규 투자를 확대
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라면생산업체인 캉스푸(康师傅)와 대만의
컴퓨터, 전자기기 분야 제조회사인 폭스콘(鸿海精密工业股份有限公司)이 있다.
캉스푸는 대만식품 기업인 팅신(頂新)의 자회사로 1992년 대륙 진출 후 라면시

칭, 청두 등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2,000개의 지점 및 가맹점과 130개의 백화점에 입점해 있다
(바이두, https://baike.baidu.com/item/%E8%87%AA%E7%84%B6%E7%BE%8E/1919872, 검
색일: 2018. 5. 28). 1991년 홍콩증시 상장 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편이다. 자연미 기업은 상하이, 홍
콩, 타이완을 거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상하이 및 홍콩의 경영수익이 매년 30% 이상 고속 성장하
는 데 비해 타이완의 수익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80) 왕왕기업은 1989년에 설립된 식품기업으로 대륙, 일본,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해 있다. 최근 의료, 음
료, 농업, 부동산 등 산업에 진출했다.
81) 한종정기는 2004년에 설립된 압축기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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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유율 56.4%를 차지(2012년 기준)하는 등 대륙에서 크게 성공하였다. 이후
대만 부동산에 활발히 투자(대만101건물 구입)하고 있으며, 아이폰 생산 공장으
로 유명한 폭스콘의 경우 대만으로 유턴 후 텔레콤에 투자하였다.82)

나. 리쇼어링 정책
대만정부가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플랫폼(경제부 투자처, 經
濟部投資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대륙으로 제
조업 공장의 이전이 확대83)되는 상황에서 대만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활성화와
세계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정책을 꾸준히 시행했다.
대만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주관하는 기관은 경제부 투자업무처(經濟部投資業
務處)이며, 리쇼어링84)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한편 대만정부는 2006년 ｢해외투자기업 유턴투자 유치 강화조치 및 세부계
획(加強協助台商回國投資措施暨細部計畫)｣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유턴기업
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1월 대만기업의 유턴투자추진 전담부서(促进台商回
台投资专案小组)를 조직하고, 2007년 7월 단일화된 서비스창구를 개설(台商回
台投资服办公司)85)했다. 2006년부터 대만이 적극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
하게 된 배경은 정책의 수요 때문이다. 1980년부터 대만기업의 해외진출은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중국대륙으로 진출했다. 중국으로 진출한 대만기
업의 수는 3만 7,232개이며, 투자금액은 761억 2,700만 달러에 달하여 전체
해외투자의 약 56%를 차지한다(2009년 2월 기준).86) 하지만 대만기업이 중국
82) 資策會產業情報所(MIC) 담당자 인터뷰(2018. 5. 16, 타이베이).
83) 1990년 대만정부가 대만기업의 중국 대륙 투자를 허가하면서 중국 대륙은 대만기업의 주요 투자지역
으로 부상함. 대만의 중국 대륙 투자는 2011년 131억 달러로 최고치에 달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7
년 87억 4,000만 달러에 달함(대만경제부 투자심의처통계, 2018년 5월 기준).
84) 대만의 리쇼어링은 한국보다 리쇼어링의 정의가 광범위함. 즉 해외거점 철수 후 국내 유턴뿐만 아니라
해외거점을 유지한 채 대만 내 추가법인 설립도 리쇼어링의 일부로 포함하여 관련 지원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85) 2014년 7월 개설. 李政達(2013),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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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술개발, 산업고도화, 재정 문제를 비롯하여 중국 내
비용 상승87)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
아졌다. 2008년 8월 대만 전자전기협회(台灣區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가 대륙에
진출한 2,612개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中国大陆地区投资环境
与风险调查)에 따르면, 대만으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전년대비 5배
증가(1.83 → 9.88%)했다.88) 대만 경제부의 노력으로 유턴기업은 2007년 140
억 대만달러를 시작으로 2011년 469억 대만달러 등 양호한 투자 실적을 보였으
며, 주로 금속제품 제조업과 기계설비 제조업, 식품 제조업 및 전자재료 업종에
서 리쇼어링이 진행되었다.89) 또한 양안경제 활성화 조치들에 힘입어 양안간 이
동이 편리해진 점도 주요한 요인이다. 이에 대만정부는 해외 진출, 특히 중국대
륙에 진출했던 대만기업들의 국내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유턴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2008년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총 4조 대만달러(143조 8,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재건 345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에는 유턴투자 배증 금의환향
계획(台商回流陪增衣锦还乡计划)90)을 실시하여 유턴을 장려했으며, 같은 해 7
월에는 홍콩증시와 대만증시의 상호 상장을 허가해 기존에 중국대륙으로 투자했
던 대만기업들이 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되었다.91)
대만 경제부가 2009년 4월에 발표한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强辅
导台商回台投资措施)｣에 따르면, 2006년 9월~09년 3월까지 총 255건의 유턴
투자(448억 대만달러)가 시행되었으며, 총 1만 1,831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중국대륙으로부터 유턴한 투자는 194건에 달하여 전체
86) 대만 경제부(2009), p. 2.
87) 신 소득세법 시행(2008년 1월)에 따라 외자 기업의 법인세 인상(15~24%→25%).
88) 대만 경제부(2009), p. 2.
89) 李政達(2013), p. 255.
90) 2009년에 실시된 금의환향 계획에서는 대만기업의 투자목표를 350억 대만달러로 설정하고, 선두기
업의 대만 유턴을 위해 전용서비스센터를 개설하는 등 대만기업이 유턴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대
만 경제부 2019, p. 7).
91) 여지나, 임민경(2013),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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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투자의 82%를 차지했다(표 5-20 참고). 한편 대만으로 유턴한 투자는 대부
분 전기ㆍ전자산업(電子)에 투자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북부지역에 89건(99억
대만달러)이 투자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0 참고).

표 5-20.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현황
(단위: 개, 억 대만달러)

중국대륙
건수

기타 지역*

금액

건수

합계

금액

건수

금액

2006년 9~12월

4

19

19

3

23

22

2007년

54

121

22

21

76

142

2008년

111

188

18

17

126

205

2009년 1~3월

25

78

2

1

27

79

합계

194

406

61

42

255

448

주: * 기타 지역은 북미 36건, 동남아 14건, 기타 11건 포함.
자료: 대만 경제부(2009),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强辅导台商回台投资措施)｣, p. 10.

그림 5-10. 대만기업의 투자 현황(지역별)

자료: 대만 경제부(2009),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强辅导台商回台投资措施)｣,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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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에 시행된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장려조치(鼓励台商回台投资措
施)｣ 정책에서는 세금 감면, 토지 제공,92) R&D 지원,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
공했으며, 대만으로 유턴한 기업들에게 6대 신흥산업93)과 4대 스마트 산업94)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투자 기회 제공, 연구개발 상품화 등의
투자기회도 제공했다(표 5-21 참고). 대만정부는 혁신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1+1, 一加一)을 시행했다. 지원 정책은 세금 감면(1)과 더불어 고용 증가에
표 5-21. 대만의 유턴기업 우대책
종류

주요 내용
- 산업단지 내 임대료 우대(006688專案 第三期)

토지제공
혜택

◦처음 2년간 임대료 면제, 3~4년차에 40% 우대, 5~6년 차에는 20% 우대
- 공업구 내 토지 매매 시 우대
- 자유무역항 토지 제공
- 전통산업기술개발 계획(20만 대만달러)

R&D 보조

- 유턴기업의 기술개발 계획(매년 160만 대만달러, 총투자의 50% 이내)
- 소형기업 대상으로 연구개발 계획 시행(SBIR)
- 서비스 연구기술 개발 등
- 중소기업신용기금보증금

자금제공

◦중소기업 보증대출, 동일 기업의 경우 최대 1억 대만달러 대출
- 행정원 국가발전기금
◦중소기업 지원(100억 대만달러)
- 법인세 인하(25→17%)

세금감면

-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50→10%)
-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 수준에 따라 개발투자금액에 공제혜택 제공(15%)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

- 산업별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비율 완화(자국인 대비 약 10~35%)

자료: 대만 경제부(2009),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强辅导台商回台投资措施)｣; 대만 경제부(2010),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장려조치(鼓励台商回台投资措施)｣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92) ‘006688專案’조치를 통해 국가 산업단지에 유턴기업이 입주할 경우 초기 2년은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
하고 3~4년차에 임대료의 40% 할인(임대료 60% 납부), 5~6년차에 임대료의 20% 할인(임대료 80%
납부) 혜택을 주며, 입주 7년차부터 임대료 100%를 납부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했다.
93) 6대 신흥산업은 그린에너지(绿色能源), 바이오 기술(生技), 농업(精致农业), 의료(医疗照护), 관광(观
光), 문화(文化创意)이다.
94) 4대 스마트산업은 클라우드컴퓨팅(云端运算), 스마트자동차(智慧电动车), 스마트녹색건설(智慧绿建
筑), 발명특허산업(发明专利产业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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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조(1)를 시행하고, 기술업그레이드와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
하였다. 이미 2009년부터 대만의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기술업그레이드 지도계획(台商回台技术升级转型辅导计划)｣
을 통해 16개 재단법인이 무료로 기술 진단 및 연구개발 지도를 추진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매년 160만 대만달러씩 2년간 총 320만 대만달러(총투자의 50%
한도)를 지원하는 기술개발계획(协助传统产业技术开发计划)도 시행했다.95)
대만 경제부는 2011년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전담계획(促进台商回台投资专案
计划)에 따라 유턴 희망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대만기업이 유턴을 희망
하는 이유로 (유턴 후) 산업 업그레이드, 대만의 투자환경 개선, 연구개발 관련
지원정책 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혹은 향후 3년 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이
25.1%에 달했다. 대만정부는 자국기업의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하여 2012년 ｢대
만기업 유턴투자 촉진방안(加强推动台商回台投资方案)｣ 정책을 추가로 발표하
였다. 지원책은 2012년 11월~14년 12월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6대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원했다(표 5-21 참고). 정책에 따르면 대만 리쇼어링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이외 지역 및 국가에 투자한 지 2년 이상 된 기업으로
투자를 3년 내 시행해야 하는 동시에 적용조건96)에 부합해야 한다. 대만정부가
유턴기업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R&D센터의 설립과
R&D 분야의 투자 여부이다. 지원 정책 규정상 대만 내 투자금액이 첨단과학 산
업의 경우 5억 대만달러 이상, 기타 산업의 경우 1억 대만달러 이상에 달해야 한
다. 또한 기업의 투자 후 1년 내 대만에 10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97)
동 기간 내 유턴기업의 지원은 투자서비스 창구의 컨설팅부터 시작된다. 관련
컨설팅은 대만행정원 글로벌 투자유치 서비스 센터에서 시행되며, 토지용지에

95) 대만 경제부(2009),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加强辅导台商回台投资措施)｣, p. 6.
96) △ 기업의 자체 브랜드 여부 △ 제품의 글로벌 시장 판매와 생산 여부 △ 고부가가치 상품 또는 부품 여
부 △ 대만 자본의 글로벌 기업으로 대만에 R&D센터 혹은 경영본부 존재 여부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97) 대만 행정부 경제건설위원회(2012), pp. 17~27, http://www.ey.gov.tw/upload/relfile/26/693
634/b89858a3-d9d0-42f0-9803-1e3c043b5a21.pdf(검색일: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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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컨설팅은 경제건설회, 경제부, 국가과학회, 각 지방정부에서 공동으로 제공
한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투자계획서를 대만 경제부에 제출하면 대만
경제부에서 투자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투자자가 인재나 대출을 필요
로 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그림 5-11 참고).

그림 5-11. 투자지원 과정

자료: 대만 행정부 경제건설위원회(2012), p. 28, http://www.ey.gov.tw/upload/relfile/26/693634/b89858a3d9d0-42f0-9803-1e3c043b5a21.pdf(검색일: 2018. 5. 23).

대만의 유턴기업 지원책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은 인력과 토지 제공 정책이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턴기업의
경우 산업현장에 맞는 인력 확대를 위해 투자 성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 5년간 고용세 면제 등의 정책
을 지원하고 있다.98) 또한 숙련된 기술인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직업
98) 외국인 노동자 고용세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대만의 경우 고
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먼저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그 후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세를 납부해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유턴기업에 대해 5년간 고용세를
감면해 주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을 35%에서 40%까지 확대하며 현행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
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총 체류기간을 12년까지 연장가능한 법이 2012년 11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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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직자 직능훈련, 글로벌 인재 육성을 시행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표 5-22 참고).

표 5-22. 대만의 유턴기업 지원 정책
주요 내용
-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40%까지 제고, 5년 동안
고용세(就業安定費) 감면
- 취업교육 능력 강화
인력

◦취업 전 훈련, 재직훈련, 청년훈련 강화
- 기술인력(产业技师)을 양성(매년 1,000명)
- 글로벌 인재 육성(매년 800명)

추진부처
경제부
노동위원회
교육부
(경제부)
경제부
경제건설회

토지

-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용지에 대한
통합 플랫폼 설치(2012년 11월 구축)

(내정부, 교통부, 재정부,
경제부, 국가과학회,
농업위원회, 지방정부)

설비수입
컨설팅
서비스
양안기본협정(ECFA)

- 제조상의 장비수입 수요를 조사하여 국내에서 생산
중인 장비의 수입관세 조정
- 대만복귀 투자자들을 위한 단일 서비스 창구 개설,
각종 정보와 서비스 자문 제공
- 대만 유턴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ECFA의 후속협상에
추가

경제부, 재정부
경제부
(지방정부)
경제부

- 100억 대만달러 한도의 대출금액 조성
- 토지, 공장 및 관련 설비, 기구설비, 중기
전용대출

운영자금을 대상으로 투자계획금액의 80% 이내
대출(대출기간 최장 10년)

국가발전
기금

- 이율은 2년 정기예금 금리에 1%포인트 추가
(약 2.375%)
자료: 대만 행정부 경제건설위원회(2012), http://www.ey.gov.tw/upload/relfile/26/693634/b89858a3-d9d0-42f09803-1e3c043b5a21.pdf(검색일: 2018. 5. 23)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효될 전망이다. KOTRA 타이베이 무역관(2012. 10. 17), http://news.kotra.or.kr/user/global
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17042&column=&searc
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
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row=0(검색일: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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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대만기업 유턴투자 촉진방안(加强推动台商回台投资方案)｣의
시행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관련 정책은 2014년까지 수행되는 한시적인 정책으
로 그 이후 관련 정책이 추가로 발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나 대만 유턴기업의
투자실적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리쇼어링 추세를 살펴보면 유턴투자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
자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목표치를 소폭 초과 달성하고 있다. 2015년
유턴기업의 투자실적은 541억 대만달러에 달해 연간목표 금액(535억 대만달
러)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6년(상반기) 기준 325억 대만달러가 투자되어 연
간 목표 투자액의 60.7%를 달성했다(표 5-23 참고).

표 5-23. 최근 유턴기업 현황
(단위: 건, 억 대만달러, %)

연도

유치건수

유치금액

유치 목표(달성률)

2010

107

409

380(107.6)

2011

62

469

450(104.2)

2012

57

519

500(103.8)

2013

48

529

520(101.7)

2014

46

540

535(100.9)

2015

44

541

535(101.1)

2016. 상반기

18

325

535(60.7)

자료: KOTRA(2017b), 「대만 리쇼어링 지원제도」, 내부자료.

한편 대만기업이 유턴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 때문이
다. 특히 연구개발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이용하여
대만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서이다. 대만으로 유턴하는 기업은 대부
분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이며, 단순히 비용 때문이라면 중국
연해에서 내륙으로 이전하거나 동남아 등지로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
이다.99)
그동안 대만정부는 고부가가치 관련 산업을 선정하여 유턴을 지원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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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산업의 20대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부
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특히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광학제품 제조업, 전력설비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유턴 장려 20
대 업종과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10개를 발표했다.100) 실제로 5년간 대만으로
유턴한 대부분의 기업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연구개발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
리쇼어링이 일어났다.
최근 대만정부는 대만 내 R&D센터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이 관련 산업에 투자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대만기업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 내 R&D
센터를 건설하여 정부의 도움으로 기술발전을 하기 위함이다. 대만정부의 입장
에서도 기존의 유턴지원 혜택이었던 토지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인
재도 부족101)한 실정이다. 이에 유턴기업의 투자유인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센터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향후 정책 방향
최근 대만정부가 새로운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102) 새로운 산
업 진흥책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투자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103)하고 있으
며,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은 대만정부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촉진 정책과 산업
발전 정책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99) 資策會產業情報所(MIC) 區域研究 담당자 인터뷰(2018. 5. 16, 타이베이).
100) 임민경, 여지나(2013), pp. 85~86.
101) 大纪元(2013. 2. 18), 「台经建会主委：人力 台商回台大挑战」, http://www.epochtimes.com/
gb/13/1/18/n3780092.htm(검색일: 2018. 5. 23).
102) 투자 장려를 위해 2009년 초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인하하고 유턴기업의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투
자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면서 산업투자 활성화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빈부격차
심화로 서민 불만이 팽배해졌다. KOTRA(2016), p. 3, ｢2016 대만 선거결과와 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5. 23).
103) Invest Korea, https://investtaiwan.nat.gov.tw/homePage?lang=eng(검색일: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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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비 절감(과학공단 내 임차료 동결, 일반 공단
내 조건부 임대료 면제, 고정자산 내용연수 단축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과학공단의 경우 임대료를 2015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선납한 임차료는 차액을
환불해 준다. 그 밖에 일반 공단에 입주한 건폐율 30% 이상 입주사에 한해 2년
간 임차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현행 평균 7.7년에서
전면 단축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고 있다.104)
한편 대만정부는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주력산업 기반
산업구조 개편(Smart Taiwan)과 R&D 및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 흐름을 반영한 7대 신산업105)을 선
정하여 내수 확대, 현지 산업 내 연계성 강화,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전략으로 수
립하고 새로운 경제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클러스터106)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아
시아 실리콘 벨리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통해 산업발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차잉원 정권은 대만의 주력산업(ICT산업)에 기반하여 하이테크 산
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개편과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국내기업과 국외기업 간 차별 없이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리쇼어링
기업 역시 국내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대만 리쇼어링 정책의 한계점으로서 여전히 대만기업의 유턴이 어려
운 이유로 투자환경과 투자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107) 또한 대
104) KOTRA 타이베이 무역관(2016), p. 1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
ews/21/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55903&searchNationCd=10108
5(검색일: 2018. 5. 23).
105) 사물인터넷, 녹색에너지(태양광), 바이오테크, 스마트기계, 방위(항공우주), 신 농업, 자원순환.
106) 대표적으로 북부지역에 ‘신주(新竹)사이언파크’를 중심으로 대만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IT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있다. 타오위엔(桃園)을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기지’를 조성하여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국가바이오테크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테크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중부지역에는 스마트기계와 항공우주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스마트기계 거점도시’가 조성되어 있으
며, 남부지역에는 녹색에너지 R&D를 중심으로 국내 업계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107) 工商时报(2018. 2. 22), 「台商：政策配套没做好回台投资难」, https://www.chin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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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유턴 실적은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즉 초기 대만의 리쇼어링 정
책이 크게 성공한 요인에는 대만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2008년 마잉주(馬英
九) 정권 당시 양안관계가 좋았다는 정치적인 이유도 주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2016년 5월 차잉원(蔡英文) 취임 이후 양안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108)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투자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대만 차잉원 정부는 여전히 대만기업의 유턴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나, 대만경제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악화될수록 대만
기업의 유턴은 어려워질것이다.

5. 소결
한국의 국내복귀 기업 현황에 의하면 국내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 중 실제 복귀
가 성사된 비중은 48.9%로 낮게 조사되고 있다(표 5-1 참고). 이는 국내복귀 의
향이 있더라도 실제 국내복귀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국내복
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KOTRA 내에 국내복귀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향기업의 97.8%가 중소기업이며 90%가 중국에 해외사
업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2 참고).
다음으로 미국, 유럽 및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cn/newspapers/20180222000261-260203(검색일: 2018. 5. 25).
108) 차잉원 정권은 ‘92공식(九二共識: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
의)’에 대하여 항상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마잉지우(馬英九) 시절의 친미(親美), 우일(友日), 화중(和
中)정책에서 연미(聯美), 친일(親日), 원중(遠中)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미, 일과 친하게 지내고 이를 이
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교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차이잉원 정부의 탈 중국화와 양안관계 변
화」(2016. 12. 5),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20787
(검색일: 201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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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리쇼어링의 특징과 정책은 [표 5-24]에 요약되어 있다. 최근 저임금
활용을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 중 일부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리쇼어링은 기술집약적인 산업 또는 고객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의류 및 신발 산업과 가구 관련 산업 등에서 주로 관찰되
었다.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으로는 개도국의 임금 상승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
며 그 외 운송 및 재고비용, 품질 관리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상승은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오프쇼어링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품질 관리 및 감독 비용, 선진기술 전달의 어려움 등 질적인 측면의 문제
가 리쇼어링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모두 리쇼어
링은 기업의 의사결정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프쇼어링 역시 여전
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주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대만 리쇼어링 정책의 특징은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비교
적 규모가 작은 기업의 리쇼어링 비중이 높았으나, 2008년 해외기업의 대만증
시 상장을 장려한 이후 자연미(自然美)와 캉스푸재단(康師傅)이 리쇼어링한 뒤
대만증시에 상장하고 투자를 확대하였다. 유턴기업의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이며
특히 전기ㆍ전자부품, 금속제품 제조업이 많다. 서비스업, 특히 숙박업과 외식
업, 도소매업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만정부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활발한 지원도 주목할 점이다. 대만으로의 리쇼어링은 대부분 전자
전기 업종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업종의 특성상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대만의
유턴기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대만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복귀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
에 자국의 기술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리쇼어링 지원을 한정하면서,

제5장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 143

표 5-24. 해외 리쇼어링의 특징 요약
미국

주요
데이터
베이스

- AT Kearny
- Reshoring
Initiative

리쇼어링
건수*
-

일자리

2010:
2011:
2012:
2013:
2014:

16
64
104
210
300

유럽
- European Reshoring
Monitor
- Uni-CLUB MoRe
Reshoring Dataset
- MAKERS

- 727

대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처

[투자유치 건수]
- 2010: 107
- 2011: 62
- 2012: 57
- 2013: 48
- 2014: 46
- 2015: 44

- 2017년까지:
- 2014년까지: 영국 1,500개
3만 1,839개
(그 외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 전체 고용의 4.6%가
데이터 확보 어려움.)
리쇼어링으로 인한
- 전체 기업의 약
고용
4%(2010~12)

- 개도국 임금 상승,
생산비용 상승
- 품질 향상 및 고객
결정요인
요구 신속 대응
- 미국의 우호적 경영
환경

-

- 투자환경 제고
- 전지역비용산정
시스템
- Bring Jobs Home
리쇼어링
Act(2014): 해외로
정책
나가는 기업의
세금공제 철폐,
리쇼어링 비용 20%
지원

- Industry 4.0 등을 활용해 - 대만 경제부, ｢대만기업의
유턴투자 지도강화
혁신 추구(독일)
- 전문적 경영 및 기술 자문, (加强辅导台商回台投资措施)｣
- 대만 경제부, ｢대만 기업의
선진 공급 체인망(영국)
유턴투자 장려조치
- 정부와 일대일 면담
(鼓励台商回台投资措施)｣
(프랑스)
- 행정부 경제건설위원회,
-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만기업 유턴투자 촉진
리쇼어링 기업
방안(加强推动台商回台投资方案)｣
지원(이탈리아)

품질 및 유연성 개선
임금 및 물류비용 상승
기존 오프쇼어링 복귀
신기술 및 고인력 활용

주: * 리쇼어링 기업의 정의는 데이터별로 차이가 있음.
자료: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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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국(중국)의 임금 상승,
생산비용 상승
- 자국(대만)의 지원혜택
- 기술연구개발의 접근성

국내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대만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대만에서는 정치적 요
인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2009년 ECFA 체결 후 양안간 교류가 활
발해지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사업기회가 증가하면서 리쇼어링도 증가하였다. 당
시 리쇼어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업종은 제조업으로 ECFA를 이용하여 양안투자
간 분업구조를 형성하여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리쇼어링을 시행하였다. 동양
실업(東陽實業), 남육기업(南六企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09) 한편 대만에서도
역시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현상은 아니며 주류 흐름도 아니지만,
대만정부의 적극적 맞춤형 지원으로 2006년 이후 2014년 정책 시행기간 동안
에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 5월 차잉원(蔡英文) 취임 이후 양안
관계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 차잉원 정부는 여전히 대
만기업의 유턴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나, 대만경제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악화될수록 대만기업의 유턴은 어려워질 것이다.

109) DIGITIMES(2014. 6. 12), 「經濟部訴諸創新傳承 吸引台商回流投資新商機」, https://www.digit
imes.com.tw/iot/article.asp?cat=130&cat1=50&cat2=20&id=0000382353_t3j2vqfl6stu
pp2mx7clo(검색일: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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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
2.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 방안

지금까지 문헌에 나타난 리쇼어링의 정의와 경제적 및 정책적 배경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의 효과
성에 관하여 이론모형을 통해 알아본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
의 리쇼어링의 현황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
로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장에
서는 먼저 리쇼어링 정책에 적합한 목표는 무엇인지를 다룬 뒤 효율적인 리쇼어
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1.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
우리나라의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해외유출 투자의 재유치를 목표로 2013년 12월부
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하여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와 해외사업장의 청산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세 감면, 보조금, 인력지원, 입
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턴기업 지원법에 의하여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
정된 기업은 2018년 2월까지 44개 기업뿐이다. 또한 해외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이 이 법의 수혜를 입어 국내로 복귀하였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유턴기업 지원법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리쇼어링의 개념과 정책목적, 국내 현황과 리쇼어링 정책의 이론적 효과, 그
리고 해외의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턴기업지
원법｣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및 제조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리쇼어링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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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먼저 리쇼어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리쇼어
링이 일어나는 양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되돌리는 행
위인데 오프쇼어링을 하는 이유는 해외생산비용(특히 노동비용)이 낮기 때문이
다. 이 때 오프쇼어링한 지역의 노동비용이나 운반비용, 유가와 환율 변동 등으
로 오프쇼어링의 생산가격이 오르는 등의 가격 요인이나 시장수요의 변화, 연구
기지와 생산기지의 근접성 필요, 품질 강화 등의 가격 외적 요인으로 리쇼어링을
하게 된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주로 관찰되고, 또한
노동집약적이더라도 국내의 높은 임금을 피하기 위해 공정의 자동화 등을 활용
할 유인이 높다. 따라서 리쇼어링 정책 목적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두는 것은
리쇼어링 기업의 실정과 맞지 않으며, 이는 리쇼어링 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을 흐
리게 할 수 있다. 유럽 전문가들도 리쇼어링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0)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노동 의존도를 낮출 때 고임금 국가에서도 제조업 생산이 경제적으로 실
행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111) 미국의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stitute)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조
업은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과정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
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112)
또한 리쇼어링을 통해 투자 유치를 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리쇼어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한 기업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나
타나며, 주류의 현상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및 대만의 전문가들
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한 기

110) 이탈리아 L’Aquila 대학의 Luciano Fratocchi, Lelio Iapadre 교수와의 인터뷰(2018. 5. 8, 이탈
리아 L’Aquila).
111) Muller, Dotzauer, and Voigt(2017), p. 166.
112) Reshoring Institute, https://reshoring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7/04/resho
ring-manufacturing-trump.pdf(검색일: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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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예기치 못한 비용이 상승하거나 국내 소비자와의 거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등의 원인으로 오프쇼어링 결정을 뒤집어 국내로 복귀하는 행위이다. 무역비용의
하락으로 무역자유화가 심화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저임금 국가의 노동력을 활용
하고자 하는 오프쇼어링이 1980~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모든 오
프쇼어링이 성공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그
러나 여전히 오프쇼어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제3장의 우리나라 소싱 현
황과 제5장의 미국 다국적기업의 오프쇼어링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인 바 있다. 기
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투입요소와 소비자의 수요 특성을 고려할 때 해외생산
이 더 적합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고 하여도
해외생산을 고수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또한 기업의 생산망 관리 차원에서 해
외생산이 더 합리적이라면 이러한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임금을 활용하는 기업이 국내에 다시 돌아
온다고 하여도, 그 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국내의 숙련노동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제5장
제1절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국내복귀 기업들이 꼽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
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높은 인건비이다.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에서 중국에서
저임금을 활용하던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져 대만으로 복귀하고자 할 때는 제3국
으로 니어쇼어링 할 수 있도록 장려한 것도 이러한 선상에 있다. 따라서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서 해외유출된 투자를 대규모로 재유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일 뿐더러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리쇼어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리쇼어링의 목표와도 일치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목표일 것이다. 미국이나 유
럽에서 제조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조업이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에 근거하지만, Dustmann et al.(2014)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제
조업의 비중보다는 노동시장의 건전성이 경제에 안정성을 가져온다. 또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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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제조업의 비중은 미국이나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현저하게 높다.
2014년 현재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2.3%,
OECD 회원국 평균 15.0%이나 우리나라는 3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다. 제5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
가치 목표를 20%로 설정했으나 우리나라는 이 목표보다 이미 훨씬 높은 수치를
자랑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제조업을 강화해야 할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강화를 정책 목표로 두는
것이 예전보다 의미가 흐려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는 무엇으로 두는 것이 적합할까.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좋은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일 것이다.
국내 경영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면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해외에서 복귀하는 기업인지 외국인 기업인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좋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복귀하고자 할 때는 그 복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리쇼어링 정책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절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2.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 방안
가.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기존의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은 투자유치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소기
업 복귀에 초점을 두어 설계되었지만, 기업의 호응이 적은 것을 볼 때 해외진출
기업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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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진출한 좋은 기업이 국내복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만에서 초
기 리쇼어링 정책 추진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맞춤형 지원 정책 때문이
며, 이렇듯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그동안 유턴정책의 효과를 제고하
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적 수요를 파악한 바 있다. 먼저 대만 전기전자협회는 중국대륙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00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만으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
의 비중이 전년대비 5배나 증가하면서, 설문 결과에 따라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
다. 이후 리쇼어링 관련 전반을 관장하는 경제부 투자사무처(經濟部投資業務處)
에서도 수요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렇듯 대만정부는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의사를 파악하고, 리쇼어링을 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
에 관한 수요를 확인했다. 때문에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성공적인 정책을 시
행할 수 있었다. 물론 당시 대만기업이 주로 진출한 중국대륙의 경영환경이 악화
되고 중국대륙과 대만 간 정치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점도 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대만 리쇼어링 정책이 효과적이
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정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도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파악이 우선적으로 시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 위치한 상회나 공식적인 협회에 등록
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제5장에 나타난 미국이나 유럽의 리쇼어링 통계와 우리나라의 유턴기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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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유턴기업 숫자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
라에서 ｢유턴기업지원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좁게 설정했기 때
문이다. 제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지는 않
더라도 리쇼어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이 다수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
다. 우리나라의 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 축소나 국내사업장 확대 등 투자의 축소
와 확대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형태로 해외생산을 하다가 국내로 복귀
한 경우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웃소싱을 통해서도 국내생
산이 확대된 경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턴기업
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점
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보자.
먼저 광의의 리쇼어링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제조
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생산하는 중간재를 조달하는 행위를 소싱(sourcing)이라
고 하는데, 해외에서 수행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하는지, 또한 직접투자를 통해 기
업 내에서 생산(인소싱, insourcing)하는지 혹은 계약 등을 통해 외부에서 생산
(아웃소싱, outsourcing)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내인소싱, 해외인소싱, 국내
아웃소싱, 해외아웃소싱으로 분류한다. 오프쇼어링은 해외인소싱이나 해외아웃
소싱을 통하여 생산공정의 일부를 생산하는 것을 일컫고, 리쇼어링은 이러한 오
프쇼어링을 국내인소싱이나 국내아웃소싱의 형태로 국내로 되돌리는 것을 일컫
는다.
[표 2-1]에 나타난 네 가지 범주를 모두 포함하도록 유턴기업의 개념을 재정
립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 첫째, 리쇼어링이 우리나라의 생산
확대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 투자를 수반하는지 혹은 계약 등을 통
한 아웃소싱의 형태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에서 돌아오는 생산공정이 국내 투자를 수반한다면 신규 설비나 공장 등의 물리
적 자본이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다. 그런데 해외에서 돌아오
는 생산공정이 국내 투자를 수반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국내 생산을 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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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하자. 이때는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이 직접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자본
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아웃소싱을 받은 기업이 생산 증대를 위하여 이러한 자본
확충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 역시 간접적으로는 인
소싱을 통한 리쇼어링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제3장 2절에서 알아보았듯이 정부가 ｢유턴기업지원법｣에서 정한 리쇼
어링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리쇼어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은
대부분 해외아웃소싱에서 국내아웃소싱의 형태로 리쇼어링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아웃소싱에서 국내아웃소싱으로 복귀하는 형태의 리쇼어링이 가장 쉽게 나
타날 수 있는 까닭은 아웃소싱을 하기 위한 초기 고정비용이 인소싱을 위한 초기
고정비용보다 낮아서 생산성이 높지 않더라도 아웃소싱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아웃소싱이 인소싱보다 초기 고정비용이 더 낮다는 것은 제3장에
서 알아보았듯이 이론상으로나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제3장 2절에 나타난
소싱 구조별 생산성(TFP) 현황에서도 국내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기업이 국내인
소싱을 이용하는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더 낮다. 이러한 특징은 중소기
업과 대기업 모두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리쇼어링을 고려할 때 국내
에 투자를 증대하지 않더라도 국내아웃소싱을 통해서 국내생산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또한 국내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비
용을 낮추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유턴기업지원법｣이 규정하는 유턴기업의 범주는 자발적으로 리
쇼어링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포함하지 못하며, 이는 이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인 투자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국내아웃
소싱을 통하여 국내생산을 증가시킬 때, 아웃소싱 계약을 받아 생산하는 국내업
체의 투자와 고용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소싱을 선택한 경우에만 지
원을 제공하는 것에 형평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게다가 국내아웃소싱을 통해
리쇼어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
민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현재의 ｢유턴기업지원법｣과 같은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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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이나 세금면제 등의 지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기업들의 역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가재정 사용의 효율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
서 기업들이 해외생산을 하다가 국내인소싱이나 국내아웃소싱으로 자발적인 리
쇼어링을 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시장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유턴기업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유턴기업의 범주를 실질적인 리쇼
어링을 포괄하도록 확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유턴기업을 행정
적으로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턴기업지원법｣은
해외 사업장 유지나 축소, 국내 사업장 확대 등 ｢유턴기업지원법｣상의 요건을 갖
추었는지 여부를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
정은 행정적으로 유턴기업을 선정하는 데 유용한 반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실적인 리쇼어링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도 사실적 유턴기업을 식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대안은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기업의 구입액을 토대로 해외구입액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고 국내구입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였다면 리쇼어링을 한 것으
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실질적인 리쇼어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
한 수치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적으로도 사실적인 리쇼어링 여부
를 판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기업이 실질적인 리쇼어링을 실시했을 때 사후에 신
고 등을 통하여 이를 파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질적
인 리쇼어링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게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가경제의 도움이 되는 행동을 기업에서 더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라.에 나타나
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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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제4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리쇼어링 정책이 반드시 리쇼어링 및 고용 증
가로 단순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모형 분
석 결과의 시사점과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설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아본다.

1) 전반적인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제4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리쇼어링 비용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
치는 대상은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의 비용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의 경우에도 국내에 리쇼어링 하는 것이 기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 저숙련
노동의 투입 정도가 높고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이 어려운 산
업이라면, 소비자와의 거리나 품질이 제품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해외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기업경영이나 국가 산업발전 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
이다.
다음으로 해외생산 비용이 국내생산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직무를 오
프쇼어링한 기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오프쇼어링의 비용이 발생해도 국내로 돌
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으로는 국내
로 돌아와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록 표 2-1]에 나타난
산업들 중 해외소싱의 비중이 제조업 평균(39.5%)보다 높은 산업들로서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KSIC 15, 해외 비중 4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KSIC 26, 해외 비중 46.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KSIC
31, 해외 비중 50.1%) 등이 있다.113) 이러한 산업들에서 해외소싱의 비중이 다
1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KSIC19, 해외 비중 82.1%), 1차 금속 제조업(KSIC24, 해외 비
중 41.8%) 등의 산업도 해외소싱 비중이 제조업 평균치보다 높으나, 이들 산업은 원재료의 비중이 높

156 •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른 산업들보다 더 높은 것은 해외생산의 이점이 현저하게 큰 직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현재 세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더욱 활발하게 리쇼어링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특정 직무
에 한정하여 리쇼어링에 대한 아주 높은 지원을 하거나, 생산기술을 지원하여 그
직무를 생산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저숙련노동을 필요로 하여 임금격차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로 들어오도록 장려하려면 스마트
공장 등을 도입하여 임금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낮춰야 한
다. 중국에서 철수하고 부산에 스마트공장을 설립한 신발공장 ‘트렉스타’의 경우
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리쇼어링 과정에서 생산비용 절감에 대
한 기술 컨설팅을 약속한다면 리쇼어링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4장의 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제6장 1절에서 설명한 리쇼어링
정책의 적절한 목표가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를 고용 증진보다는 좋은 기업의 복귀 그 자체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리쇼
어링 정책이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음을 본 연구에서 보였다. 최저임
금과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국내 노동환경에서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갈수록 어려울 뿐더러 복귀해야 하는 당위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리
쇼어링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를 좋은 기업을 복귀시키는 것에 두고, 고용 증진은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대해야 한다. 고용 증진은 전반적인 투자 증진 정책과 노동
시장 정책 등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이지 리쇼어링을 통해서 추
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2) 첨단산업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가) 필요성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으로 먼저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을 중점

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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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로 전기 장
비, 통신 설비 및 자동차 산업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첨단기술 및 풍부한 고숙련 노동자가 기업을 유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더욱 강화함으
로써 리쇼어링을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 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는 정
책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기업들의 생산위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임금, 물류 및 에너지 비용뿐
만 아니라 제품 및 제품공정의 품질 관리, R&D 및 혁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숙
련 노동자 활용, 신기술 및 자동화 활용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임
금이 개도국 임금보다 높아 임금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제공할 수 없지만, 그 외
R&D, 신소재 및 혁신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기업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다.
또한 R&D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한다면 혁신기술 개발, 신기술 활용 및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리쇼어링을 유인할 수 있다. Muller, Dotzauer, and
Voigt(2017)가 독일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13개 기업
이 혁신 기술 개발을 추구하는 인더스트리 4.0은 독일로 생산설비를 가져오고,
국내에 새로운 생산설비를 세우고, 외국 공급자에서 독일 공급자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더불어 최근 기업 내 생산 라인을 따라 각 기능을 조정하는 비용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혁신활동과 생산활동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
에 R&D센터와 생산라인이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할 때 기업의 혁신이 더 가속화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Alcacer and Delagado 2013; Berry 2014).
이전에는 국내 본사 및 R&D센터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 생산라인
에 적용하면서 생산공정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했지만, 기술이 더욱 복잡해지고
고객의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R&D와 제조업의 양방향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생산공정 및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R&D는 제품 생산과의 접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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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내의 R&D센터를 해외 생산기지 근처로
옮기든지, 아니면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 R&D센터 근처로 옮기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기업은 국내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리쇼어링을 선택하겠지만,
반대로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고 신기술 접근성이 높으며 또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 제조업에 이어 R&D센터의 오프쇼어링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안경 제조회사인 아톨(Atol)은 2007년 중국 생산을 프랑스로 옮겼는
데 그 이유로 프랑스가 중국보다 R&D 환경이 우수하고 시장 변화에 더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 제품 회사인 데카트론
(Decathlon) 역시 최근 생산라인의 상당 부분을 동남아시아에서 프랑스로 이전
하여 제품 디자인, R&D, 시장 출시 전 테스트, 그리고 생산을 한 곳에서 하고 있
는데 R&D 기능을 동남아시아로 가져가지 못한 이유로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114) 따라서 리쇼어링 및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양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및 저작권 보호 등 R&D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정책 방안
첨단산업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만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좋은 기업 즉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
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대만정
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정하여 유턴을 지원했다. 주요 장려산업의 20대 업종
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특히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광학제품
제조업, 전력설비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유턴 장려 20대 업종과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10개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부분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광학제품 제조
업 위주로 리쇼어링이 진행되었다. 또한 대만정부는 대만으로 리쇼어링을 희망
114) Eurofound(2016),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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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 중 대만 자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산업(两高一资)의 경우
제3국으로의 진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리쇼어링 시 연구개발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
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로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조세인센티브와 현금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경우 바이오테크와 제
약부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인력육성 지출금액의 35%
내에서 5년간 법인세를 공제하고 있다. R&D 지원을 위해 최근 3년 내 환경보호
ㆍ노무ㆍ식품위생안정 관련 법 위반 전과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
면해주고 있으며, R&D투자ㆍ지출금액의 15% 한도에서 법인세 감면 또는 1년
씩 3년간 감면 혜택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금지원으로는 과
학공단 입주기업, 기술개발업체, 외국기업과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R&D 보조금 지원으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경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고 1,000만 대만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업체, 외
국과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는 비용의 최고 50%를 지원하고 있다.115)
이러한 정책 방향은 경영이 어려워 국내로 복귀하려는 한계기업보다는 발전 가
능성이 있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독일처럼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기술 및 자동화를 통해 복귀하려
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기술 지원을 통해 첨단 산업의 생산
성 높은 기업들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를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및 분석, 로봇, 시뮬
레이션, 수평 및 수직적 시스템 통합, 사물간 인터넷, 사이버 보완, 클라우드, 첨
삭가공, 증강현실 기술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이러한 리쇼어링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을 수 있으나, 이 기업들
이 사용하는 장비 및 인프라와 중간재 및 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 및
115) KOTRA(2017a), pp. 35~36.

160 •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3) 수요가 급변하는 산업의 리쇼어링
리쇼어링은 기술집약 산업 이외에도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
기 위해 의류, 신발 및 주얼리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Martínez-Mora and
Merino(2014)가 스페인의 신발 산업에 속한 약 15개 기업의 CEO들을 심층면
접한 결과 1990년대에 중국으로 오프쇼어링을 활발하게 진행한 대다수의 기업
들이 스페인으로 복귀하였다. 이 기업들이 복귀한 요인은 정부 정책이나 중국의
생산비용 증가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
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쇼어링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
존의 리쇼어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리쇼어링은 오프쇼
어링의 예기치 못한 비용으로 인하여 위치결정을 번복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그
러나 Martínez-Mora and Merino(2014)의 연구는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과
공급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존에 패션산업은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의 두 가지 시즌으로 나누어 상품을 교체하였는데 이제 계절에 따라 네 가지 시
즌으로 나누어 상품교체를 해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중국
에 오프쇼어링을 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전에 주문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 일
찍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유행의 변화가 더욱 빨라졌다는 것이다.
각 고객의 수요에 맞춘 소량생산이 늘어나고 판매 이후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생
산을 늘리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3장에서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조사한 결과 가죽, 가
방 및 신발 산업에서도 2013~16년 사이에 해외소싱의 비중이 29.7%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산업에서 우리나라의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
한 리쇼어링이 향후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패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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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해외진출한 패션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패션업
계에서 리쇼어링을 하고자 할 경우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순조롭게 리
쇼어링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매 이후에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내의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4) 후방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좋은 기업들이 국내에 리쇼어링하거나 신규 진출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는 국내 제조업 전ㆍ후방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의
이점이 있는 해외생산과 비교하여 국내생산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그 전후 과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생산 후에 수
행되는 애프터서비스 및 고객관리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116) 리쇼어
링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Made in X” 효과는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Jet.com은 하루 24시간 주 7일 제공되는 미국 내 콜센
터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국가로 콜
센터를 이전한 바 있으나 고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내로 다시 이전하
는 추세이다. 금융과 사후고객관리 등 우리나라의 후방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까지 잘 발달될 수 있
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위하여 미국의 전지역비용산정 툴(tool)
과 같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116) 전방산업인 연구개발 산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절 2)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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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실제로 투자를 시행하거나 아웃소싱 계약을 맺기 전에 비용에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경우와 같이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공급망 체인 형성을 도
와줄 수 있다. 국내 공급망을 연결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중간재 공급자 탐색 및
조정 비용을 절감해 주고 해외생산 대신 국내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
다. 이는 리쇼어링 기업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라, 리쇼어링에 따른 국내 경제적 효과를 확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종합적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리쇼어링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다시 국내에 유치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업과
파트너 관계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며, 기업들이 원하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
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특별한 리쇼어링
정책이 없어도 리쇼어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및 유럽 역시 구체적인 리쇼어
링 정책보다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적 관심을 끌며 리쇼어링 정책이 추진되
는 듯했으나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
로 시행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역시 초기에는 리쇼어링 정책이 별도로 추진되었
으나 현재는 외국인투자와 함께 투자 정책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
우 국제무역부로 통합되어 리쇼어링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에 투자하는 해외 다
국적 기업에도 투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리쇼어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리쇼어링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즉 리쇼어링 정책이 없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면 기업이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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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투자지
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제도는
투자를 크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외국인직접투자, 국내기업에 의한 투자
로 분류하여 각 투자에 대해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서는 제5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 감
면,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인력 지원, 입지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임대료 감면 및 기반시설 지원, 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
면 우선 전반적인 지원 내용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업종 및 투자 규모에
의해 차이가 나나 국내복귀 기업의 지원 내용은 복귀기업의 기업 규모, 기존 국
내사업장의 유무,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정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
조세 감면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된다.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취득ㆍ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과 동일하게 세액 감면을 받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 밖의 조례에 의해 지방세는 최장 1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117)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개별형 외국인직접투
자의 경우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입지 지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118)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입

117) KOTRA(2017a), p. 39.
118)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되며 단지형은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중에 지정되고,
개별형은 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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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정도는 입주지
역, 투자업종, 투자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와 달리 국내복귀 기업의
경우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할 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되나 임대료
표 6-1.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자격요건
고도기술
수반사업

지원 내용

◦국내경제와 기술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소득세, 법인세
- 5년간 100%

개별형

- 이후 2년간: 50%

◦제조업: 3,000만 달러 이상

◦지방세: 15년간

◦관광ㆍ레저, 국제회의: 2,000만 달러 이상
조세
지원

외국인 ◦물류업: 1,000만 달러 이상
투자지역 ◦연구개발시설: 200만 달러 이상(연구원 10인 이상)
단지형

100%
◦관세: 5년간 100%
◦소득세, 법인세

◦제조업: 1,000만 달러 이상

- 3년간 100%

◦물류업: 500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
구역
입지 지원

- 이후 2년간: 50%

◦제조업, 관광ㆍ레저, 국제회의: 1,000만 달러 이상

◦지방세: 15년간
100%

◦물류업, 의료기관: 500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 100만 달러 이상(연구원 10인 이상)

◦관세: 5년간 100%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기반시설 지원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현금 지원

◦제조업: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협상 후 결정

◦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시설 신축(연구원 5인 이상)
주: 고도기술수반사업이란 신성장동력 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119)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
규칙 별표 14120)에 명시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Invest Korea, http://www.investkorea.org/kr/foreigner/invest.do(검색일: 2018. 7. 2).
1 미래형 자동차 ◯
2 지능정
119) 별표 7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로 ◯
3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
4 콘텐츠 ◯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
6 차세대 방송통신 ◯
7 바
보◯
8 에너지 신산업ㆍ환경 ◯
9 융복합 소재 ◯
10 로봇 ◯
11 항공ㆍ우주 등 11개 분야와 관련 세
이오ㆍ헬스 ◯

부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1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
2
120) 별표 14는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ㆍ공정 기술(제51조 관련)로 ◯
3 마이크로 LED 소재 기술 ◯
4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
5 지능형ㆍ기
플렉서블 전도성 소재 기술 ◯
6 탄소복합체 신소재 기술 ◯
7 3D 프린팅용 복합소재 기술 ◯
8 고기능성 화학품 신소
능성 센서 소재 ◯
9 유전자 검사용 초소형 바이오 반도체 소재 ◯
10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
11 슈퍼 엔지
재 기술 ◯
1 지능형 전력반도체 모듈기술 ◯
2 대화면 플렉서블 OLED 제
니어링 플라스틱 등 11개 소재 기술과 ◯
3 난삭 메탈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
4 기능성(내열성, 초소형) 렌즈 수지 및 제조공정기술
작기술 ◯
5 OLED 소재 패턴 정밀화 향상 기술 등 5개 공정기술이 명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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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등의 지원은 없다.
현금 지원의 경우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입지 및 설비 보조금과 고용보
조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임대료,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이 통합되어 지원되고 있어 지원의 범위
는 유사하다.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견기업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달리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신성
장동력 산업기술의 수반 여부, 신규 고용창출 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입
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투자 규모가 큰 산업이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주로 법인세에 대한 세액 감면 혹은 세액공제의
형태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 폭이 넓다. 예를
들어 모든 기업에게 부여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비
교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공제율이 높다.121) 한편 조세특례제
한법 127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공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업은 이
제도들 중에서 혜택이 가장 큰 제도를 선별하여 신청해야 한다.

121) 시설투자에 대한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
시설투자 항목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생산성향상 시설

7%

3%

1%

안전설비

7%

3%

1%

에너지절약시설

6%

3%

1%

환경보전시설

10%

3%

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6%

3%

1%

신성장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10%

7%

5%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검색일: 2018. 7. 4)에서 구한 조세특례제한법 24조, 25조,
25조의 2~5의 내용을 이용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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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주요 법인세 감면 및 공제 제도
구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관련법

지원 내용

조특법 6조

4년간 50~100% 감면

중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7조

소득의 5~30% 공제

기업 설비투자 지원

조특법 5조

투자액의 1~3% 공제

지방이전

조특법 63조

감면

6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 지원 조특법 8조의 3

출연금액의 10% 공제

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조특법 10조

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조특법 11조

설비투자액의 1~6% 공제

조특법 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액의 1~7% 공제

조특법 25조

안전설비 투자액의 1~7% 공제

시설투자 등에 대한

조특법 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액의 1~6% 공제

세액공제

조특법 25조의 3 환경보전시설 투자액의 1~10% 공제

모든

조특법 25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액의 1~6% 공제

기업

조특법 25조의 5 신성장 시설투자액의 5~10% 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
시 포함)

조특법 12조의 2
조특법 64조
조특법 121의 8, 9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조특법 63조의 2 6년간 100% 감면
조특법 85의 2

이후 3년간 50% 감면

자료: 국세청, ｢2018년 법인세 공제ㆍ감면사항｣, http://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1201
00726152249&cbsinfo_key=MBS20180222192646910&menu_a=500&menu_b=200&menu_c=500&flag
=05(검색일: 2018. 7. 3)을 이용하여 저자 재정리.

이외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
업자의 고용(조특법 29조의 2)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조특법 29조의 3)에 대
한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조특법 29조의 5)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조특
법 30조의 2)에 따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지원이 있다. 이와 별도로
R&D 투자에 대해서는 관세 지원, 자금 지원, 인력 지원, 판로 지원, 기술 지원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122)
122) R&D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지원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s://
www.koita.or.kr/ certificate/rndsupport_1.aspx, 검색일: 2018. 7. 4)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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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각 투자별로 지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원 내용이 달라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해 어떤 투자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직접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한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별로 지원 내용이 차이가 난
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투자자로 하여금 편법을 사용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다. 현재는 제도가 정비되어 이러한 편법을 사용할 수 없으나 감사원(2011, pp.
22~27)에 따르면 과거 국내기업이 명목상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등의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
되는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 둘째로 지원제도의 차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이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보다 많을 경우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해외진출이 증
가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지원제도의 차이는 투자별 편차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아니면 고기술 혹은 대규모 투자에만 혜
택을 많이 부여하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될 것이
고 국내투자는 감소하게 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제도의 차이는 2017년 12월 EU가 한국을 조세 분
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과 같은 국제기준과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투자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투자지원재도 재정비 시 지원 수준을 낮게 할 경우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
며, 높게 할 경우 재원 부족 혹은 조세수입 감소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재정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는 단기적인 시점에서의 우려로 생각
되며,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조세수입의 세원인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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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현황(추가)

부록 1. 주요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부록 1]에서는 제3장 제1절의 오프쇼어링 추정 방법론 중 넷째 방법을 사용
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 방법은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므로 부가가치에 대한 이중계산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반면 가용한 데이터가 2011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리쇼어링 정책이
활발하게 나타난 2011년 이후의 변화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부록
1]에서 소개하는 결과는 본문에 기술한 결과와 보완하여 보는 것이 적합하다.
OECD TiVA에는 1995~2011년까지 각국의 최종수요에 내재된 국내외 부
가가치와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 자료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
표의 최종수요는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OECD TiVA의 최종수요
는 소비와 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최종수요(소비
와 투자)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를 살펴본 결과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모두에서 국내외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추이를 가진다. 다만 세
계경제가 좋지 않았던 2001년과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국가가 다수
있다. 특히 해외부가가치는 국가별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증가 추이를 보인다.
국내부가가치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국내부가
가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가지며 2009년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영
국은 2007년에 국내부가가치가 가장 높았으며 2008년과 2009년 감소한 이후
증가 추이로 전환되었으나 2011년까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국내부가가치는 1995~2001년에 감소 추이를 보였으며, 일본도 이와 비
슷하다. 일본은 1999~2008년까지 약 4조 달러 수준에서 국내부가가치에 큰 변
화가 없었으나 이후 기간부터 오히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대만과 한국은 동
아시아 금융위기인 1998년에 국내부가가치가 감소하였으며, 이후 한국이 빠른
증가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대만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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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요에 내재된 총부가가치 중에서 해외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국가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영국
의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으나 독일, 일본, 대만, 한국의 해외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 모두 해외부가가
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 리쇼어링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부록 그림 1-1. 주요국별 최종수요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
(단위: 백만 달러, %)

A. 미국

B. 영국

C. 독일

D. 일본

부록 • 185

부록 그림 1-1. 계속

E. 대만

F. 한국

자료: OECD TiVA,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5537(검색일: 2018. 4.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변하지 않았으나 모든 기간에 해외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내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부록 표 1-1. 최종수요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단위: %)

국가
미국

1995~2000(A)

2001~2008(B)

2009~2011(C)

1995~2011(D)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6.5

10.2

4.4

8.8

3.0

14.2

4.5

6.8

영국

5.2

5.6

8.6

10.4

3.8

8.8

4.6

5.7

독일

-6.9

-0.9

8.3

11.2

3.1

10.4

1.3

4.2

일본

-2.6

1.1

1.4

9.8

7.5

21.8

0.4

4.9

대만

3.0

4.7

3.2

7.6

8.3

20.9

2.5

4.2

한국

-1.4

1.4

7.9

14.2

14.5

22.3

3.7

6.7

자료: OECD TiVA,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5537(검색일: 2018. 4.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만 1995~2000년과 2001~08년 기간 중 독일의 국내부가가치 증가율의
변화(-6.9% → 8.3%)가 15.2%포인트로 해외부가가치 증가율의 변화(-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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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인 12.0%포인트보다 높아 2001~08년 기간에 독일의 리쇼어링이 증가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부록 표 1-2. 최종수요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의 기간별 연평균 차이
(단위: %포인트)

국가

(B) - (A)

(C) – (A)

(C) - (B)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미국

-2.1

-1.4

-1.4

5.4

-3.5

4.0

영국

3.4

4.7

-4.8

-1.6

-1.4

3.1

독일

15.2

12.0

-5.3

-0.8

10.0

11.3

일본

3.9

8.6

6.1

12.0

10.5

20.7

대만

0.1

2.9

5.2

13.3

5.3

16.2

한국

9.3

12.8

6.7

8.1

16.0

20.9

주: (A)는 1995~2000, (B)는 2001~2008, (C)는 2009~2011을 의미함.
자료: OECD TiVA,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5537(검색일: 2018. 4.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를 살펴본 결과 최종수요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와 동일하게 주요 6개국 모두에서 세계경제가 좋지 않았던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특히
200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부가가치에서 해외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까지 증
가하다 2009년에 급감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부가
가치보다 해외부가가치가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총수출에 내재
된 국내외 부가가치에 의하면 국내 중간재 사용이 확대되는 리쇼어링 현상을 발
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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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2. 주요국별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
(단위: 백만 달러, %)

A. 미국

B. 영국

C. 독일

D. 일본

E. 대만

F. 한국

자료: OECD TiVA,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5537(검색일: 2018. 4.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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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모든
기간 및 국가에서 해외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내부가가치보다 높게 나타
나 리쇼어링 현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부록 표 1-3.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단위: %)

국가

1995~2000(A)
국내

해외

미국

5.6

영국

3.3

독일
일본
대만

5.1

한국

4.3

2001~08(B)

2009~11(C)

1995~2011(D)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7.8

7.8

13.5

12.1

30.2

5.6

7.6

3.0

10.5

12.3

9.3

24.2

5.1

7.0

-1.3

6.3

13.6

18.2

10.1

22.5

5.4

9.9

0.9

7.0

8.8

21.8

15.9

35.6

3.3

10.4

6.7

6.9

16.8

16.2

31.0

5.1

8.8

12.6

12.2

21.9

18.5

29.4

7.3

13.6

자료: OECD TiVA,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5537(색일: 2018. 4.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만 최종수요에서와 동일하게 독일의 경우 1995~2000년과 2001~08년 중
국내부가가치의 변화(-1.3% → 13.6%, 14.9%포인트)가 해외부가가치의 변화(6.3%
→ 18.2%, 11.9%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나 리쇼어링 현상의 가능성을 보였다.

부록 표 1-4.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의 기간별 연평균 차이
(단위: %p)

국가

(B) - (A)

(C) – (A)

(C) - (B)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미국

2.2

5.7

4.3

16.8

6.5

22.4

영국

7.2

9.3

-1.1

11.8

6.0

21.2

독일

14.9

11.9

-3.5

4.3

11.4

16.2

일본

7.9

14.8

7.0

13.8

15.0

28.6

대만

1.8

10.1

9.3

14.2

11.1

24.3

한국

7.9

9.3

6.3

7.5

14.3

16.8

주: (A)는 1995~2000, (B)는 2001~2008, (C)는 2009~2011을 의미함.
자료: OECD TiVA,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5537(검색일: 2018. 4.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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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1995~2011년 기간 중 주요국에서 리쇼어링 현상이 발견되지 않
은 것은 주요국 모두 리쇼어링 확대를 위한 정책을 2011년 이후부터 진행하였으
므로 이전 기간에서는 리쇼어링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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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현황(추가)
부록 그림 2-1. 2006~16년 총구입액 및 기업 수 대비 소싱 비중(200인 미만 기준)
A. 금액 기준

B. 기업 수 기준

주: 1) 기업 수 기준의 비중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소싱 선택에 중복을 허용하였기 때문임. 즉 DIDO 기업은 DI와
DO에 모두 포함됨.
2) 상용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2-2. 주요 소싱별 2006~16년 총구입액 및 기업 수 대비 소싱 비중(200인 미만 기준)
A. 금액 기준

B. 기업 수 기준

주: 1) 기업이 DI를 통해 10억 원, GI를 통해 5억 원을 구입하였다면 DI 기업으로 분류함.
2) 상용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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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 산업별 국내외 소싱 현황
(단위: 조 원, %)

산업
산업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제조업 전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코드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10
11
12
13

19.7
2.4
0.9
2.7

14

2013~16년 평균
해외
국내 해외
비중
22.0 7.7 26.0
2.6 0.4 12.6
0.8 0.4 34.4
2.8 1.5 35.2

7.0 18.0
0.1 2.5
0.1 0.9
1.3 2.7

8.1 24.1
0.3 2.7
0.4 0.7
1.7 2.9

8.7 26.1
0.5 2.7
0.5 0.7
1.7 3.0

7.1
0.5
0.6
1.5

6.9

1.6

5.4

1.2

6.1

1.4

5.4

1.8

5.9

1.5 20.2

15

1.4

2.1

1.4

1.5

1.3

0.8

1.5

0.6

1.4

1.2 46.9

16

0.5

0.2

0.8

0.2

0.6

0.4

0.9

0.3

0.7

0.3 28.4

17

5.0

2.8

5.5

1.8

5.2

2.2

5.4

2.4

5.3

2.3 30.3

18

0.6

0.0

0.4

0.0

0.5

0.0

0.6

0.1

0.5

0.0

7.0

19

14.5 93.4 15.9 96.9 22.7 85.1 24.9 82.4 19.5 89.5 82.1

20

56.7 39.1 62.5 39.3 56.5 35.5 53.0 32.6 57.2 36.6 39.0

21

4.1

2.2

4.5

22

11.6

23
24
25

6.2 2.0 6.6 2.6 8.2 2.6 8.2 2.8 7.3 2.5 25.4
61.9 32.2 54.5 29.6 42.5 41.6 47.2 44.7 51.5 37.0 41.8
9.9 1.5 12.7 2.4 13.4 2.7 11.7 1.8 11.9 2.1 14.9

26

71.1 68.1 74.1 55.7 72.4 69.6 87.0 71.5 76.2 66.2 46.5

4.2 11.2

1.0

2.9

2.1

6.4

4.7 13.7

27

3.1

1.4

4.0

28

17.2

5.5 16.7

5.9 19.3

29

22.7

5.9 24.6

4.9 23.2

2.9

6.4

2.8 15.1

1.6

5.8

3.8

5.3

2.7 33.9

3.0 12.9

3.7 22.2

2.3

3.9

1.6 28.5

5.2 25.3

7.7 19.6

6.1 23.6

7.1 22.2

7.3 23.2

6.3 21.4

30 111.3 13.8 108.9 17.7 120.2 14.8 113.7 16.2 113.5 15.6 12.1
31
32
33

12.7 31.0 18.8 17.8 23.3 14.9 19.3 10.5 18.5 18.6 50.1
2.2 0.3 2.7 0.3 3.5 0.5 4.5 0.6 3.3 0.4 11.2
1.3 0.6 1.0 0.9 1.2 1.0 1.1 1.0 1.2 0.8 42.4
446.5 316.0 455.3 297.8 474.4 303.9 491.7 302.9 467.0 305.1 39.5

주: 음영은 제조업 전체보다 해외소싱 비중이 높은 산업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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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2013~16년 산업별 국내외 소싱 차이
(단위: 조 원, %, %p)

산업

산업명

2013년
국내
코드
소싱

해외
소싱

2016년
해외
소싱
비중

7.0 26.3

국내
소싱

해외
소싱

2013~16년 차이
해외
소싱
비중

국내
소싱
차이

해외
소싱
차이

해외
소싱
비중
차이

식료품 제조업

10

19.7

26.1

7.1

21.5

6.4

0.1

-4.8

음료 제조업

11

2.4

0.1

5.8

2.7

0.5

14.6

0.3

0.3

8.7

담배 제조업

12

0.9

0.1 14.0

0.7

0.6

45.9

-0.2

0.5

31.9

섬유제품 제조업

13

2.7

1.3 32.2

3.0

1.5

32.8

0.3

0.2

0.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4
제조업

6.9

1.6 18.8

5.4

1.8

25.3

-1.5

0.2

6.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1.4

2.1 59.4

1.5

0.6

29.8

0.1 -1.5 -29.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0.5

0.2 25.0

0.9

0.3

26.9

0.4

0.2

2.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5.0

2.8 35.7

5.4

2.4

30.3

0.5 -0.4

-5.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0.6

0.0

4.9

0.6

0.1

9.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4.5

93.4 86.6

24.9

8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56.7

39.1 40.8

5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4.1

2.2 34.7

6.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0.0

0.0

4.2

76.8

10.5 -11.0

-9.8

32.6

38.1

-3.8 -6.6

-2.7

3.8

37.0

2.3

1.6

2.3

11.6

4.2 26.7

15.1

3.0

16.6

3.5 -1.2 -10.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6.2

2.0 24.6

8.2

2.8

25.2

2.0

1차 금속 제조업

24

61.9

32.2 34.2

47.2

44.7

48.6 -14.6 12.5

14.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9.9

1.5 13.3

11.7

1.8

13.2

1.8

0.3

-0.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26
통신장비 제조업

71.1

68.1 48.9

87.0

71.5

45.1

15.8

3.4

-3.8

0.7

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3.1

1.0 23.8

5.8

2.3

28.6

2.7

1.4

4.8

전기장비 제조업

28

17.2

5.5 24.1

25.3

7.7

23.2

8.2

2.2

-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22.7

5.9 20.6

22.2

7.3

24.7

-0.5

1.4

4.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111.3

13.8 11.0 113.7

16.2

12.5

2.4

2.4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12.7

31.0 70.9

19.3

10.5

35.2

6.6 -20.5 -35.7

가구 제조업

32

2.2

0.3 10.2

4.5

0.6

11.1

2.3

0.3

1.3

0.6 31.4

1.1

1.0

45.9

-0.2

0.4

14.5

446.5 316.0 41.4 491.7 302.9

38.1

45.3 -13.1

-3.3

기타 제품 제조업
제조업 전체

33

0.9

주: 차이는 2016년 값–2013년 값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 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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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3. 2013~16년 산업별/소싱유형별 소싱 차이
(단위: 조 원)

산업
산업명

2013년
코드 DI

DO

GI

2016년
GO

DI

DO

GI

2013~16년 차이
GO

DI

DO

GI

GO

식료품 제조업

10

2.6 17.1

0.6

6.5

1.6 24.5 0.1

7.0 -1.1 7.4 -0.4

0.5

음료 제조업

11

0.3

2.2

0.0

0.1

0.6

2.1 0.0

0.5

0.3 0.0 0.0

0.3

담배 제조업

12

0.0

0.9

0.1

0.0

0.0

0.7 0.0

0.6

0.0 -0.1 -0.1

0.6

섬유제품 제조업

13

0.2

2.5

0.2

1.1

0.2

2.8 0.0

1.4

0.0 0.4 -0.2

0.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1.2

5.7

0.4

1.2

0.7

4.7 0.1

1.7 -0.5 -1.0 -0.3

0.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1.2

0.3

0.7

1.4

0.1

1.4 0.0

0.6 -1.1 1.2 -0.7 -0.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0.0

0.5

0.0

0.2

0.1

0.8 0.0

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7
제조업

0.5

4.5

0.1

2.7

0.3

5.1 0.1

2.3 -0.2 0.7 0.0 -0.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0.0

0.6

0.0

0.0

0.0

0.5 0.0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8.8

5.6 24.9 68.6 13.2 11.7 38.6 43.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10.7 46.1

0.0 0.4 0.0

0.0 0.0 0.0

0.2

0.0

4.3 6.1 13.7 -24.7

4.4 34.7

5.2 47.7 1.6 31.0 -5.4 1.7 -2.8 -3.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1
제조업

0.5

3.7

0.2

2.0

1.1

5.3 0.1

3.7

0.7 1.6 -0.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9 10.7

1.1

3.1

1.2 13.9 0.5

2.5

0.3 3.2 -0.6 -0.6

1.6

0.1

1.9

1.3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6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6

2.6 -0.3 2.3 0.0

0.7

1.0 31.2

1.7 45.6 3.9 40.8 -10.7 -3.9 2.9

9.6

0.2

1.0 10.7 0.1

0.5 1.3 -0.1

0.3

10.3 60.8 43.3 24.7 25.8 61.2 46.1 25.3 15.4 0.4 2.8

0.6

12.4 49.5
0.5

9.4

1.3

6.9 0.1

1.7

1.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0.1

2.9

0.4

0.5

0.3

5.5 0.2

2.1

0.2 2.6 -0.2

1.6

전기장비 제조업

28

1.7 15.5

0.5

4.9

2.2 23.2 2.0

5.6

0.4 7.7 1.5

0.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1.6 21.1

1.7

4.1

1.3 20.9 0.1

7.2 -0.3 -0.2 -1.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24.1 87.2

2.4 11.4 20.9 92.8 2.0 14.2 -3.2 5.6 -0.4

2.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2.1 10.6

0.4 30.7

2.2 17.0 0.1 10.3

0.1 6.4 -0.2 -20.3

가구 제조업

32

0.2

2.0

0.0

0.2

0.3

4.3 0.0

0.5

0.1 2.2 0.0

0.3

기타 제품 제조업

33

0.2

1.1

0.3

0.3

0.4

0.7 0.0

1.0

0.2 -0.3 -0.3

0.7

제조업 전체

81.8 364.7 83.1 232.9 81.6 410.2 95.9 207.0 -0.2 45.5 12.8 -25.9

주: 차이는 2016년 값–2013년 값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94 •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Executive
Summary

Determinants of Reshoring and Effectiveness of
Reshoring Policies
Sooyoung Lee, Hyelin Choi, Hyuk Hwang Kim, Minsuk Park, and Sihoon Nahm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me advanced countries
recognized that the manufacturing se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negative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 Also, as there
has been some indication of firms bringing back manufacturing
activities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in recent years, reshoring has
received broad attention by policy makers in advanced coutnries such
as U.S. and Europe. Firms once offshored are relocating production
back to the home country as production cost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 emerging countries, and as they encounter a variety of
difficulties such as low quality of products and low flexibility in
production processes.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reshoring policies which
provide reshoring firms with tax or subsidy incentives in December
2013. However, the policies appeared to be ineffective because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firms chose to reverse their previous
offshoring decisions, leading to the concer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firms are realizing the benefit of the reshoring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reshoring an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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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shoring policies from various angle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reshoring used in the literature and
compares this with the concept of reshoring used in the media or
policies. In addition, we infer the possibility of reshoring based on
Korean firm data and develop a model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reshoring policies. Lastly, we study reshoring trends and policies for
Korea, U.S., Europe, and Taiwan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reshoring broadly
used in the literature, finding that it covers more patterns than those
used in the media and policy. The act of reshoring, as perceived by the
media and policy, only includes cases where firms move back to their
home country by investing in new production facilities. Reshoring in
academic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also includes cases in which
production moves back to the home country through outsourcing
increasing domestic production. Reshoring is motivated by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cost in emerging countries, improvement
of the product quality and proximity to the customers. In addition, it
is encouraged by policies which aim to strengthen the manufacturing
sector, create new jobs, and complement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example, the U.S. Europe, and Korea implement
reshoring policies by providing a variety of tax exemption and subsidy
measures for firms which reverse their previous offshoring decision.
Next, we use data on the sourcing of Korean firms to measure the
possibility of reshoring. The data presents that the portion of
intermediate goods procured abroad decreases in 10 sectors among 24
sectors in recent years, implying that the sectors have relatively high
probability of moving production facilities back to thei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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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In particular, the reduction in foreign sourcing is pronounced
in the manufacturing of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manufacture of leather, luggage, and footwear. Also, most of the
reshoring is incurred by moving their foreign outsourcing to domestic
outsour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urcing patterns and productivity
shows that the firms which procure intermediate goods from foreign
affiliates or foreign in-sourcing have the highest productivity,
implying that strong economic incentives are needed to reverse their
offshoring decisions.
Chapter 4 extends 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8) and Wright
(2014) to investigate firms’ offshoring and reshoring decisions and
evaluate the impact of reshoring policies on employment and
production. The firms choose offshoring when foreign production
cost is less than domestic production cost. However, when they
establish foreign affiliates, they may encounter unexpected costs from
low quality of products or difficulties in management and so on,
incurring additional costs related to foreign production and resulting
in a reversal of their offshoring decision. In addition, if the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for reshoring, more firms are encouraged to move
their production facilities back to their home country. On the other
hand, as the reshoring policies lower the expected cost of offshoring,
it also has the effect of encouraging the offshoring of firms. To
summarize, reshoring policies expand offshoring as well as reshoring,
and as such they do not guarantee additional job creation and an
increase of production.
Chapter 5 investigates reshoring trends and policies in Korea, U.S.,
Europe, and Taiwan. Korea implemented reshoring policies in 2013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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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irms which cut back foreign production and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by proving them with tax exemption and subsidy. As a
result, 44 firms decide to reverse their foreign production as of Feb.
2018, mainly in industries of electronics and jewellery. Some papers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domestic reshoring firms and they show
that reshoring policies are negatively assessed, and high labor cost,
unavailability of skilled workers, troubles in closing production
facilities abroad are pointed out as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reshoring.
Reshoring in the U.S. is reported in the “Reshoring Initiative Report,”
which includes all types of reshoring introduced in Chapter 2.
According to the report, there are about 700 cases of reshoring
between 2010 and 2014. About 60% of firms came back from China as
labor cost in China has rapidly risen in recent years. However, experts
say that reshoring is not a main trend and does not substitute for
offshoring. The U.S. government tries to attract domestic multinational
firms by providing favorable conditions for investment through tax
reduction, low energy cost,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123)
The EU encourages multinational firms to come back to their home
country to achieve 20% of value add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until 2020. In particular, the reshoring policy is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innovation strategy, such as Industry 4.0. Reshoring is most
often observed in Sweden and Ireland, and is concentrated in
high-tech sectors or the fashion industry to explore cutting-edge
technology and high-skilled workers and to improve the proximity to
* 초판 “In addition, they enacted the “Bring Jobs Home Act” by eliminating subsidies for off
shoring firms and providing subsidies for the relocation cost of reshoring firms”의 내용을 삭
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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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stomers and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trends. Also, the main
reasons for reshoring in EU are low-quality of products and low
flexibility in the production process. However, EU experts and policy
makers still see that reshoring is a limited trend and a natural decision
of the firms following offshoring.
The Taiwanese government conducted a comprehensive survey for
offshoring firms, asking whether they would be willing to return home,
going on to provide subsidies for land and labor, and tax exemption
for firms which were willing to come back to Taiwa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upports R&D operations to attract firms which possess
advanced technology and materials. As a result, 255 firms returned to
Taiwan between September 2006 and March 2009, followed by 85
more firms moving their production facilities to Taiwan in 2015 and
2016, achieving the target of the government.
Lastly, Chapter 6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data
analysis, model development and case studies above. First of all, the
goal of reshoring policies should be revised to impro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to create jobs. Specifically, the government
needs to survey offshoring firms to understand their demand for
reshoring and provide what they need to move production facilities
back to their respective home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apply
a broad definition of reshoring to include reshoring from foreign
outsourcing to domestic outsourcing because these forms of reshoring
also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production and employment. Also,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ppropriate reshoring policies for
high-tech sectors and the fashion industry in which reshoring is mostly
observed, by providing pricing information or supply-chain information.

Executive Summary • 199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for firms to
increase their investment, which would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both reshoring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even without
implementing reshoring policies. Lastly, differentiated incentive systems
for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 must be revised to prepare the basis
for transparent invest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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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의 내용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기

존

수

정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
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4년에는
‘Bring Jobs Home Act’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를
철폐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
는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8쪽
7~8줄

그러나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
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
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p. 24
또한 미국은 2014년 ‘Bring Jobs
16~19줄 Home Act’를 통과시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를 철폐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이전비용을 지원
한다. 최근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은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함께 추
진되고 있다.

p. 24

기존 내용 삭제

p. 117
4~7줄

예를 들어 2014년에 발의된 “Bring

8쪽
7~10줄

p. 117
4~7줄

예를 들어 2014년 통과된 “Bring
Jobs Home Act(S. 2569)”하에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세금공제를
철폐하는 반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총 이전비용의 20%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Jobs Home Act(S. 2569)”는 해외
로 나가는 기업의 세금공제를 철폐하
는 반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총 이
전비용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뒷면에 계속 -

기
p. 117

존

CONGRESS.GOV, https://www.

수
p. 117

정

다만 이 법안은 2014년에 상원을

각주 53) congress.gov/bill/113th-cong 각주 53) 통과하지 못하였으며(CONGRESS.
ress/senate-bill/2569(검색일:

GOV, https://www.congress.go

2018. 5. 4).

v/bill/113th-congress/senate-b
ill/2569, 검색일: 2018. 5. 4),
2017년에 재발의된 바 있다(CON
GRESS.GOV, https://www.cong
ress.gov/bill/115th-congress/se
nate-bill/247, 검색일: 2018. 5.
4).

p. 198 In addition, they enacted the
18~21줄 “Bring Jobs Home Act” by
eliminating subsidies for off
shoring firms and providing
subsidies for the relocation
cost of reshoring firms.

p. 198

기존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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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안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Determinants of Reshoring and Effective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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