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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신흥국이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

- 2017년 3분기 글로벌 주택가격지수(41개국)는 119.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의 15%를 상회
◦같은 기간 신흥국 주택가격지수는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 대비 17.0% 상승한 반면, 선진국은 금융위
기 이전 최고치 대비 13.7% 상승하였음.

- IMF의 글로벌 주택가격지수(63개국)도 2017년 3/4분기 159.6으로 금융위기 직전 최고치인
2008년 1/4분기 158.9를 처음으로 상회하기 시작하였음.

그림 1. 글로벌 주택가격지수1)

그림 2. 선진국 및 신흥국 주택가격지수2)
(단위: 2010=100)

주: 실질기준, 단순평균.
자료: IMF; 글로벌 부동산가격지수는 OECD, BIS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단위: 2010=100)

주: 1) MSCI 기준 분류, 2) 실질기준, 3) 신흥국 가격지수 자료는 각국 자료의 시작시점이
상이한 관계로 단순평균 계산 시 2002년과 같은 급등이 발생.
자료: OECD; BIS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1) 본고에서 제시한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는 MSCI 기준을 적용하여 선진국과 신흥국을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총합(41개국)을 단순평균(실
선), IMF가 제공하는 주택가격지수(실질)는 총 63개국을 단순평균(점선)
2) [선진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
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총 23개국, [신흥국] 칠레, 중국, 콜롬비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UAE 등 총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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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은 금융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을 평가하
고, 부동산 버블 위험이 다양한 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
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큼.
◦대표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로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글로벌 금융위기,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음.

-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불안은 한국의 주요 정책현안인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스템 안정,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연착륙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 시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무역경로와 금융경로를 통해 경제개방도가 높은 한국에 타격을 주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동산 버블 위험을 평가하고, 부동산 버블 위험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글로벌 상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더불어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① 부동산 버블의 정의와 지표
일반적으로 ‘버블(bubble)’은 시장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기초 여건(fundamental)에서 현저
하게 벗어난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을 의미

- 주택시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 대비 주택가
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GDP 대비 가계신용 등을 기준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국가의 버블 여부를 판단
[주택수익비율, PRR] 주택수익비율이 높을수록 임대료 수익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

- 국가별로 거주형태, 주택 선호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PRR의 절대수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으나, 이 비율의 동태적 변화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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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PRR에 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비율 자체가 아니라 특정 시점이나 장기평균을
기준으로 지수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최근 PRR 지수가 크게 상승
한 국가들을 살펴봄.
-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PRR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국가들은
콜롬비아, 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헝가리 등 신흥국이 많았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들과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었
음(그림 3).

그림 3. 주요국의 주택수익비율(PRR) 비교
(단위: 2010년=100)

주: 1) *는 PR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국가를 의미.
2) 2017년 수치는 기준시점이 국별로 다양(2017년: 캐나다, 한국, 2017년 1/4분기: 뉴질랜드, 2/4분기: 칠레, 콜롬비아, 미국, 그 외에는 모두 3/4분기 기준).
자료: OECD.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IR] 주택가격의 중앙값 또는 평균을 가계 가처분소득의 중앙값 또는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가구의 주택구입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높은 것을 의미

-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PIR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헝가리 등 유럽국가가 많았으며, 그 외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도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국가들이었음(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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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비교
(단위: 2010년=100)

주: 1) *는 PI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국가를 의미.
2) 2017년 수치는 기준시점이 국별로 다양(2017년: 캐나다, 한국, 2017년 1/4분기: 뉴질랜드, 그 외에는 모두 3/4분기 기준).
자료: OECD.

[가계신용] 각국의 신용(credit) 증가 추이도 버블 여부를 진단하는 데 주목해야 할 지표

-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주택 가격상승이 과도한 신용팽창과 관련되는 경우 부
채 조정과정에서 금융경로를 통해 부동산 버블 붕괴 또는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시장 성숙도 등의 차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가계신용 규모가 신흥국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선진국의 가계신용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
흥국은 지속적으로 증가
- 선진국 중에서도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가계신용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도 두드러지게 증가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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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증분석 결과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결과, 분석에 포함한 22개국3) 중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실질주택가격지수)과 기초여건(실질임대료지수)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없거나 서로 다른 시계열 특
성을 보여, 개별국의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버블을 부동산 가격과 기초여건 간의 괴리로 정의하며,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 부동산 가격과 기초여건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야 함.
- 공적분 검정을 통해 부동산 가격과 기초여건 간 괴리 정도를 추정
Phillips, Wu and Yu(2011), Phillips, Shi and Yu(2015)가 제시한 방법론을 22개국의 실질주택가격
지수, 주택수익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에 적용해본 결과 모든 국가에서 일부 특정 시기에 대하여
버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북유럽국가, 오세아니아, 캐나다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시기에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금리기조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된 2000년대에 분석에 포함된 국가 중 많은 국가들이 부동산
버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가격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부동
산 가격 하락 없이 상승했던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
스에서 최근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부동산 버블 기간
호주(AU)

벨기에(BE)

캐나다(CA)

3) 호주(AU), 벨기에(BE), 캐나다(CA), 덴마크(DK), 핀란드(FI), 프랑스(FR), 독일(DE), 그리스(GR), 아일랜드(IE), 이스라엘(IL), 이탈
리아(IT), 일본(JP), 한국(KR), 네덜란드(NL), 노르웨이(NO), 뉴질랜드(NZ), 포르투갈(PO), 스페인(ES), 스웨덴(SE), 스위스(CH),
영국(UK), 미국(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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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속
덴마크(DK)

핀란드(FI)

프랑스(FR)

독일(DE)

그리스(GR)

아일랜드(IE)

이스라엘(IL)

이탈리아(IT)

일본(JP)

한국(KR)

네덜란드(NL)

노르웨이(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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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속
뉴질랜드(NZ)

포르투갈(PO)

스페인(ES)

스웨덴(SE)

스위스(CH)

영국(UK)

미국(US)

자료: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표 1]은 위에서 언급한 지표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는 선진국 중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에서,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
콜럼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

- 대다수의 신흥국은 시계열이 짧아 실증분석이 불가능하여, 최근 주택가격상승률, 주택수익비율
(PRR),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가계신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나라들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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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지표별 위험고조국가
주택가격
증가율(%)

PRR 지수
(2010=100)

PIR 지수
(2010=100)

헝가리

13.6

104.1

2

뉴질랜드

12.4

3

세르비아

10.1

4

중국

5

아이슬란드

No.
1

국가

가계신용
(GDP 대비 %)

실증분석에서 버블 여부

규모

증감

92.5

20.3

-1.0

-

137.0

135.1

94.3

3.2

O

-

-

-

-

-

9.8

-

-

44.4

5.6

-

8.7

110.8

-

-

-

O

6

캐나다

8.7

127.0

117.4

100.9

2.9

7

필리핀

8.1

-

-

-

-

-

8

이스라엘

7.9

130.1

120.4

41.3

0.5

O

9

불가리아

7.9

-

-

-

-

-

10

스웨덴

7.6

131.6

124.1

85.2

1.6

O

11

루마니아

7.6

-

-

-

-

-

12

라트비아

7.4

106.0

98.2

-

-

-

13

오스트리아

7.3

113.5

127.8

50.4

0.2

-

14

슬로바키아

7.1

108.2

95.7

-

-

-

15

체코

6.6

100.0

100.6

31.1

0.9

-

16

아일랜드

6.5

89.8

95.7

52.3

-4.2

X

17

콜롬비아

6.3

140.4

-

25.2

-0.1

-

18

룩셈부르크

6.1

122.0

118.5

62.4

2.3

-

19

포르투갈

6.1

89.1

98.2

72.5

-4.2

X

20

영국

5.6

106.9

106.4

86.7

1.2

X

21

터키

5.3

128.9

91.0

17.6

-0.3

-

22

독일

5.3

117.1

112.3

53.2

-0.1

X

23

몰타

4.9

-

-

-

-

-

24

말레이시아

4.8

-

-

-

-

-

25

미국

4.8

107.3

104.5

78.8

0.3

X

26

스페인

4.8

77.6

75.8

64.1

-3.5

X

27

호주

4.6

110.4

111.2

122.7

2.2

O

28

리투아니아

4.4

71.6

91.1

-

-

-

29

네덜란드

4.4

79.4

86.6

108.3

-2.0

X

30

덴마크

4.2

101.9

99.6

119.2

0.1

X

31

노르웨이

3.6

121.1

110.3

101.4

6.2

O

32

에스토니아

3.6

78.8

111.3

-

-

-

33

슬로베니아

3.6

88.3

83.7

-

-

-

34

멕시코

3.0

120.0

-

16.4

0.9

-

35

인도

2.8

-

-

10.2

0.2

-

36

일본

2.7

109.6

103.5

57.4

0.2

X

37

페루

2.4

-

-

-

-

-

38

폴란드

2.3

86.7

77.8

36.8

0.7

-

39

크로아티아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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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주택가격
증가율(%)

PRR 지수
(2010=100)

PIR 지수
(2010=100)

스위스

1.8

117.3

117.0

41

태국

1.2

42

벨기에

1.1

103.0

105.8

No.
40

국가

-

-

가계신용
(GDP 대비 %)

실증분석에서 버블 여부

규모

증감

126.6

2.8

70.2

-0.6

-

59.5

0.3

O

O

43

프랑스

1.0

94.3

96.4

57.3

1.0

X

44

마케도니아

0.7

-

-

-

-

-

45

한국

0.6

93.7

86.9

92.8

4.7

X

46

인도네시아

0.1

-

-

17.0

0.2

-

47

키프로스

0.1

-

-

-

-

-

48

핀란드

-0.1

88.1

95.4

67.1

0.4

X

49

이탈리아

-0.8

81.0

83.7

41.5

-0.4

X

50

모로코

-1.0

-

-

-

-

-

51

남아공

-1.1

102.7

-

34.4

-2.2

-

52

칠레

-1.1

111.1

-

42.7

1.5

X

53

그리스

-1.4

80.1

88.5

60.3

-2.2

54

싱가포르

-2.6

-

-

61.0

1.5

-

55

UAE

-5.2

-

-

-

-

-

56

홍콩

-5.8

-

-

67.7

0.6

-

57

브라질

-8.7

-

-

22.7

-1.7

-

58

러시아

-10.9

59.0

-

15.7

0.1

-

주: 1) 음영은 해당 지표 관련 위험고조를 의미.
- 주택가격지수가 2016년 6.5% 이상 상승하거나 지난 3년간 3.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
- PI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
- PR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
- GDP 대비 가계신용이 지속적으로 상승.
- 실증분석 결과에서 버블 형성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
2) 볼드체로 표시된 국가는 주택가격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국가 중 버블 관련 지표도 위험한 국가를 의미.
자료: BIS;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국은 실질주택가격지수와 주택수익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주택시장 버블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GDP 대비 가계신용의 경우 한국은 2016년 4.7%p 상승하여 중국(5.6%p), 노르웨이
(6.2%p)와 더불어 상승세가 두드러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 또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주택시장 버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블 위험
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실질주택가격지수, 주택수익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등은 집계변수로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 등
국가 내에서 주택시장 버블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도시별 소득 대비 주택가
격비율(PIR)을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
보다는 낮지만, LA,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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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PIR(배수)1)

주택가격(달러)2)

홍콩

19.4

804,960

베이징(중국)

17.1

358,960

상하이(중국)

16.4

326,466

도시 명

시드니(호주)

12.9

918,528

밴쿠버(캐나다)

12.6

741,840

서울(한국)

11.2

509,185

LA(미국)

9.4

636,000

오클랜드(뉴질랜드)

8.8

602,424

런던(영국)

8.5

620,420

뉴욕(미국)

5.7

419,100

더블린(아일랜드)

4.8

354,000

도쿄(일본)

4.8

289,354

싱가포르

4.8

306,138

주: 1) “주택가격/가구당 연소득”으로 계산하는데, 데이터의 한계로 한국은 주택가격으로 평균, 가구당 연소득으로 소득 5분위 중 3분위 평균을 사용하였고 중국은
모두 평균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도시들은 모두 중위수를 사용.
2) 중국은 “평균 m2당 가격 x 90m2”로 계산하였고 나머지 도시들은 중위수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시점의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 표시로 환산.
3) 중국은 2016년 기준이며, 나머지 도시들은 2017년 3/4분기 기준.
자료: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2018);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IMF, IFS; CEIC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3)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
① 분석방법
[계량모형] 실증분석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실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지 검증하고, 관련성이 있다
면 어떤 종류의 금융위기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

- 가설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패널로짓(panel logit)모형을 사용함. 이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변
수(binary variable)인 경우 관심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임.
- 계량모형식은 [식 1]과 같음. 종속변수 는 국가 i의 t기 금융위기 여부를 보여주는 더미변수를
나타냄. Jordà-Schularick-Taylor데이터4)에서 정의하는 위기를 로 도입함.

     ×    ×    

[식 1]

- 부동산 버블을 측정하기 위하여 Jordà-Schularick-Taylor의 주택가격지수(House Price
Index)를 사용함. 부동산 버블(: House Price Bubble)은 Hodrick-Prescott 필터로
추정하는 추세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로 정의됨. 통제변수()로는 투자(Investment/
4) http://www.macrohistory.net/data/.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15

GDP, GDP 대비 %), CPI(% 변화율), 경상수지(CA/GDP, GDP 대비 %), 단기금리(%), 주식가
격지수(% 변화율), 국가채무(Debt/GDP, GDP 대비 %), 환율(local currency/USD, 상승이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의미), 대출금(% 변화율)이 사용되며, 좀 더 확장된 모형에서는 추가로 (광
의의) 통화, 장기금리, 모기지론,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설명변수에 포함됨. 는 국가 고정효과
를 반영함.
- 종속변수로 Reinhart & Rogoff가 정의하는 위기5)도 로 사용함. 이 데이터에서는 위기를
외환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주식시장 붕괴, 은행위기 네 종류6)로 구분함.

② 실증분석 결과
[HPB와 금융위기] HPB가 Jordà-Schularick-Taylor가 정의한 시스템적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즉 부동산 가격이 추세로부터 멀어질수록(HPB가 증가할수록)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임(표
3 참고).

- [표 3]의 (3)과 (4)에서는 HPB 대신 HPB Indicator가 사용되었음. (5)와 (6)에서는 HPB 대신
HPB와 HPB Indicator의 교차항이 포함됨(HPB의 음수값에 해당되는 수는 모두 0으로 전환한
변수).7) (1), (3), (5)에서는 여덟 가지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기본모형이며 (2), (4), (6)은 설명변
수를 추가한 확장모형임.
◦HPB Indicator는 이항변수로서 HPB가 0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은 연도는 0을 부과

- HPB 대신 HPB Indicator 및 두 변수 간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에도 모두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며, 이는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모두에서 확인됨.
- 다른 설명변수 가운데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CPI, 단기금리, 장기금리가 있으나, 이들
은 HPB 변수 전환과 확장모형 등에서 일관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함.
[한계효과] HPB가 3에서 4로 한 단위 올라갈 때,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3.98% 증가함을 확인(표 4의
(1) 참고).

- [표 4]의 (2)와 (3)에서도 한계효과가 각각 3.61%, 2.96%로 HPB가 어느 값에 있느냐에 따라
금융위기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HPB의 한계효과라고 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다른 설명변수는 평균값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HPB가 추세로부터 한 단위 벗어날 때, 1년 뒤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함. 일반 선형회귀분석
모형과는 다르게 패널 로짓에서는 설명변수의 어느 값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한계효과가 달라지
는데,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1), (2), (3)은 차례대로 HPB가 3, 6, 9일 때 한계효과를 의미

5) http://www.carmenreinhart.com/data/browse-by-topic/topics/7/.
6) 재정위기는 빈도 수가 현저히 적어 분석에서 제외.
7) 이는 추세선을 하회하는 HPB의 음수값이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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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HPB와 금융위기(Jordà-Schularick-Taylor) 패널 로짓

HPB

(1)

(2)

0.175***

0.141***

(4.99)

(3.78)

HPB Indicator

(3)

(4)

1.249**

1.168**

(2.38)

(2.14)

HPB × HPB Indicator
Investment/GDP(%)
CPI(% 변화율)
CA/GDP(%)
단기금리(%)
주식가격지수(% 변화율)
Debt/GDP(%)
환율
(local currency/USD)
대출금(% 변화율)

(5)

(6)

0.185***

0.148***

(4.99)

(3.75)

0.0763

0.0189

0.147

0.0988

0.0845

0.0304

(0.64)

(0.15)

(1.29)

(0.83)

(0.71)

(0.24)

-0.0814

-0.0649

-0.154

-0.133

-0.0729

-0.0565

(-0.83)

(-0.67)

(-1.63)

(-1.44)

(-0.74)

(-0.58)

-0.0689

-0.108

-0.0387

-0.0839

-0.0707

-0.105

(-0.94)

(-1.38)

(-0.47)

(-1.07)

(-0.96)

(-1.36)

0.0968

0.221

0.0947

0.278*

0.0984

0.225

(1.22)

(1.46)

(1.26)

(1.95)

(1.24)

(1.49)

-0.00320

-0.00323

0.000474

0.000700

-0.00448

-0.00411

(-0.28)

(-0.29)

(0.05)

(0.07)

(-0.40)

(-0.38)

0.0161

0.0103

0.0151

0.0105

0.0172

0.0112

(1.31)

(0.73)

(1.30)

(0.78)

(1.37)

(0.79)

-0.00113

-0.000990

-0.00121

-0.00103

-0.00109

-0.000949

(-0.52)

(-0.49)

(-0.62)

(-0.54)

(-0.50)

(-0.47)

0.0256

0.0499

(0.64)

0.0264

(1.32)

(0.66)

통화(% 변화율)

0.0349
(0.65)

(1.32)

(0.63)

장기금리(%)

-0.224

-0.311*

-0.228

모기지론(% 변화율)
가계대출(% 변화율)
기업대출(% 변화율)
N
(Pseudo) R-squared

0.0578

0.0337

(-1.17)

(-1.74)

(-1.20)

-0.0975*

-0.110*

-0.0978*

(-1.66)

(-1.96)

(-1.68)

0.0255

0.0245

0.0255

(0.69)

(0.68)

(0.68)

0.0761**

0.0897***

0.0769**

(2.29)

(2.84)

(2.31)

734

653

734

653

734

653

0.232

0.286

0.115

0.223

0.226

0.279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3)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4) 설명변수는 1기 시차변수(lagged variable) 사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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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B가 HPI의 추세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해서 한계효과가 선형으로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에서는 전체 샘플(1870~2013년)을 대상으로 구한 한계효과와 더불어 본 장의 계량분석에
서 주로 사용된 샘플기간(1961~2010년)을 대상으로 구한 한계효과 추정치를 모두 보여주고 있음.
◦특징적인 것은 샘플기간이 짧아질 경우 한계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데, 이는 관측치 수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아져서 생기는 문제로 추정

표 4. HPB와 금융위기(Jordà-Schularick-Taylor) 패널 로짓: 한계효과
추정에 사용된 샘플기간
전체 샘플(1870~2013): dy/dx
1961~2010년: dy/dx

(1) HPB = 3

(2) HPB = 6

(3) HPB = 9

0.0398***

0.0361***

0.0296**

(0.008)

(0.010)

(0.012)

0.0052

0.0032

0.0019

(0.015)

(0.009)

(0.006)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delta-method)를 나타냄.
3) 한계효과는 표4-3의 (1) 세부 모형에 기반하여 계산됨.
4) (1), (2), (3)은 HPB가 각각 3, 6, 9일 때 평가된 한계효과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위기 종류별 HPB 관련성] HPB와 주식시장 붕괴 및 은행위기 간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류의
위기와 비교하여 높은 것을 확인함.

- Reinhart & Rogoff의 금융위기 자료를 종속변수로 HPB와의 관련성을 분석함. 국가별 금융위
기를 크게 다섯 가지 종류(외환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주식시장 붕괴 위기, 은행위기, 재정위기)
로 구분하였음.
◦1960년대 이후 17개국 재정위기는 빈도 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개별 위기를 모두 합산하여 국가별·연도별 총위기의 수(표 5 (5))를 분석에 포함함. 이 경우 위기가
단순히 0과 1인 이항변수가 아니라 1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에 맞게 패널 카운트(panel count)
모형으로 HPB와 위기의 총 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봄.

- 패널 카운트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HPB와 위기와
의 높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외환위기와 인플레이션 위기는 HPB와 다소 무관하거나 오히려 기존 실증분석 결과들과는 반대
로 음의 부호 계수가 추정된 것을 볼 수 있음.

-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경상수지(CA/GDP, GDP 대비 %)는 은행위기를 제외한 여타 금융위기와
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존 연구들과 달리 경상수지가 외환위기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장의 분
석에 사용된 국가가 OECD 선진국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추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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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HPB와 금융위기(Reinhart & Rogoff) 패널 로짓
(1)
외환위기

(2)
인플레이션 위기

(3)
주식시장 붕괴

(4)
은행위기

(5)
Reinhart & Rogoff
Financial Crises

HPB

0.0304

-0.401*

0.0656***

0.129***

0.0490***

(0.92)

(-1.67)

(3.17)

(5.20)

(5.09)

Investment/GDP(%)

-0.0458

0.624

0.119***

-0.243***

-0.00603

(-0.65)

(1.49)

(2.74)

(-3.64)

(-0.23)

0.0997**

0.382**

0.0666**

-0.0328

0.0396**

(2.16)

(2.30)

(2.09)

(-0.70)

(2.27)

0.00298

-0.194

0.0279

-0.201***

-0.0289

(0.06)

(-0.68)

(0.92)

(-3.97)

(-1.52)

단기금리(%)

-0.0634

-0.416

-0.0466

0.126***

-0.00259

(-1.19)

(-1.28)

(-1.50)

(2.92)

(-0.14)

주식가격지수(% 변화율)

0.00269

-0.0186

0.000384

-0.0195***

-0.00270

(0.46)

(-1.28)

(0.10)

(-3.22)

(-1.18)

Debt/GDP(%)

-0.00439

-0.0124

0.00378

-0.00324

0.000890

(-0.51)

(-0.20)

(0.80)

(-0.52)

(0.32)

-0.000706

-0.00128

-0.000893

-0.00119

-0.000802*

(-0.50)

(-0.13)

(-1.10)

(-0.95)

(-1.71)

-0.0143

0.149

0.0458***

-0.0892***

0.000182

(-0.51)

(1.62)

(2.74)

(-3.59)

(0.02)

CPI(% 변화율)

CA/GDP(%)

환율
(local currency/USD)

대출금(% 변화율)

N
(Pseudo) R-squared

783

226

781

783

781

0.022

0.526

0.078

0.191

-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3)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4) 설명변수는 1기 시차변수(lagged variable) 사용.
5) (5)에서는 종속변수가 각국별 외환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주식시장 붕괴, 은행위기를 더한 총위기 수임. 패널 카운트 모형 사용.
자료: 저자 작성.

4)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분석(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위기 발생사례)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
최근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중반과 같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속도, 동조화 양상, 지역별 상승, 자산별 상승 측면에서 시기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음.

- [부동산 가격 상승속도] 최근 시기가 과거 두 차례 부동산 버블 시기보다는 다소 완만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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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화 양상] 198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중반 시기의 경우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동반상승
하는 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최근 시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과거 두 시기에
비해 동조화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
- [지역별 측면] 198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중반 시기에는 선진국이 신흥국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거나 두 지역의 상승 폭 격차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최근 시기에는 신흥국이 선진국
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 [자산별 상승 측면] 최근 시기와 1980년대 중후반의 경우 세계적으로 부동산, 주식 가격이 모두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2000년대 중반 시기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그림 6. 과거 사례와 최근 시기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가. 1980년대 중후반
(단위: 저점 대비, %)

나. 2000년대 중반
(단위: 저점 대비, %)

다. 2010년 이후
(단위: 저점 대비, %)

주: 명목기준 각 시기별 저점대비 고점의 증가율8)
가. (스웨덴) Low ‘80Q1 High ‘89Q4 (핀란드) Low ‘80Q1 High ‘89Q3 (일본) Low ‘80Q1 High ‘89Q4
나. (선진국) Low ‘00Q1 High ‘08Q1 (신흥국) Low ‘00Q1 High ‘08Q3
다. (선진국) Low ‘10Q1 High ‘16Q4 (신흥국) Low ‘10Q1 High ‘16Q4
자료: OECD, BIS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8) 실질 주택가격지수
가. (스웨덴) Low
나. (선진국) Low
다. (선진국)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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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는
‘85Q3 High ‘89Q3 (핀란드) Low ‘80Q1 High ‘89Q2 (일본) Low ‘80Q1 High ‘89Q4.
‘00Q1 High ‘07Q3 (신흥국) Low ‘01Q1 High ‘07Q4.
‘12Q1 High ‘16Q4 (신흥국) Low ‘11Q1 High ‘16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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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과거 사례와 최근 시기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률 비교
가. 1980년대 중후반

나. 2000년대 중반

(단위: 저점대비, %)

다. 2010년 이후

(단위: 저점대비, %)

(단위: 저점대비, %)

주: 1) 핀란드는 1980년대 데이터 부재.
가. (스웨덴) Low ‘80Q1 High ‘89Q4 (핀란드) Low ‘80Q1 High ‘89Q3 (일본) Low ‘80Q1 High ‘89Q4.
나. (미국) Low ‘00Q1 High ‘07Q1.
다. (미국) Low ‘11Q2 High ‘17Q3.
2) 명목주택가격 기준.
자료: OECD, Bloomberg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6. 최근 상황과 과거 주요 금융위기 사례 비교

구분

부동산(자산가격)

버블 형성 배경
-

공격적 금융완화
금융자유화
리스크 관리
주택수요 진작

- 금리인상·금융긴축
버블 붕괴 계기 - 대출·건전성 규제
- 해외충격
버블 붕괴 영향
-

주택·토지 가격
금융위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상황
- 세계적 상승
(신흥국 > 선진국)
(부동산·주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 세계적 상승
(신흥국, 선진국 동반
상승) (부동산·자원↑)

1990년대 초반
스웨덴·
일본
핀란드
- 선진국 중심 상승
(부동산·주가↑)

◎
△
중
○

○
○
약
○

○
○
약
○

○
○
약
○

△(미국 주도)
?
?

○
○
×

○
○
×

○
○
○*

?

△31%
○
×
○

약 △60%
○
×
×

△21%, △37%
○
○
×

주: 1) * 구소련 붕괴, 독일 통일.
2) 주택ㆍ토지 가격은 명목가격, 고점 대비 저점 기준, 미국·스웨덴·핀란드는 주택가격, 일본은 토지가격 기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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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금융완화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대폭적인 금리인하 후 제로 및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추진한 데 더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대규모 양적완화정책까지 추진
◦신흥국들도 동반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등 금융완화정책을 추진

-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자본유
출입 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과도한 버블 형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2010년 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은행부문의 복원력을 강화
하기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바젤Ⅲ 기준서｣를 발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9
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에 초점을 맞춘 건전성
규제를 강화
※ IMF에 따르면 57개국의 주택금융규제 강화조치는 2000~07년 중 60여 건에서 2008~16년 중
140여 건으로 크게 증가

- 지역별로는 부동산 버블 압력이 과거 사례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더 큰 것으로 판단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
◦또한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기 때문

- 특히 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여 전국
적인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이는 중국 토지는 국가 소유로 정부 통제가 강하고, 도시화가 계속 추진되면서 주택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그리고 가계 및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전국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 조정 등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거나 공급물량이 넘치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국지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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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우선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유동성 회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글로벌 주택시장 버블
붕괴 위험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

- 특히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인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
질랜드, 스웨덴 등 선진국, 중국, 콜럼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 신흥국에 대
한 모니터링을 강화
- 선진국의 부동산 버블은 주식시장 붕괴 및 은행위기 등의 금융위기와 밀접히 관련
다음으로 한국은 분석 결과가 전국적 차원에서의 부동산 버블 위험은 높지 않으나, 일부 도시 및 지역의
버블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할 필요

- 국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 부동산에 초점을 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 필요시 익스
포저의 점진적 축소 유도를 검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소구권(遡求權, 부채상환청구권)9)을 가지고 있어
1차적으로 금융회사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보다는 소비위축 등 실물경기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보다 강화할 필요

-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 지역을 구분해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1~2선 도시(대도시)에서는 선불금 비중 확대, 대출금리
인상 등 수요억제정책을 시행하고, 공급물량이 많은 3~4선 도시(중소도시)에서는 수요유인정책을 시행
◦스웨덴의 경우 주택수요 억제 및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를 위해 높은 LTV 비율 대출자에 대해서 대출
금액의 2%를 매년 상환토록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대출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은행의 투자용 대출 증가폭을 연 10% 이하로 제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수요가 많아 외국인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등 거래세와
보유세를 인상해 이를 억제하고 있음.

-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 추이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음.
◦한국은행의 정책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점에서 자산가격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금융안정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1990년대 초반의 북구(스웨덴, 핀란드)와 일본, 2008년 미국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당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장기간 지속해 자산가
9)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소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자가 주택가격이 담보대출금보다 떨어져 원리금 상환능력을 상실하
더라도 나머지 재산 및 소득까지 동원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함을 의미.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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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버블을 초래했다는 점을 유념

-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주택을 투자대상보다 주거 및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안착될 필요
◦최근 중국도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으로 발표한 이후 주택 투자 및 보유를 억제하
는 수요억제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보유세 도입 검토,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안정적인 주거대상
차원에서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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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을 본국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리쇼어링 정책 등장

-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 개도국의 임금상승, 품질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의 자발적인 리쇼어링 사례
상당수 보고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 하지만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수가 제한적이고 국내로 복귀한 기업
의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리쇼어링 현상 및 지원정책의 배경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여러 각도에서 연구

- 우선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활용가능한 통계를 바탕으로 리쇼어링의
가능성 점검
- 모형 연구를 통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국내외 리쇼어링 정책과 현황을 파악함
으로써 정책 설계의 토대 마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리쇼어링의 개념과 배경
[리쇼어링의 개념] 리쇼어링은 본사가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생산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행위로 학술적 정의는 정책이나 언론에서 사용되는 정의보다 더욱 폭넓게 정
의됨.

-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해외투자 회수와 본국의 신규투자가 수반되는 경우만 리쇼어링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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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
하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보고 있음.
[리쇼어링의 배경] 기존 문헌에 따르면 리쇼어링 배경으로는 비용 상승 등의 경제적 요인과 리쇼어링 지원
정책 등의 정책적 요인이 작용함.

- 경제적 요인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등의 비용 요인과 낮은 품질과 유연성,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국제적 세금제도 등의 비용외적 요인이 존재함.
- 또한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짐.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①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구조
[소싱구조]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의 구입액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기업의 소싱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제조업 기업은 기업 내 수직적 분업관계에 의한 인소싱
(intra-firm)보다는 독립기업으로부터의 아웃소싱(arm’s length)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제조업 기업은 국내인소싱(DI: domestic insourcing)보다 국내아웃소싱(DO: domestic
outsourcing)을, 해외인소싱(GI: global insourcing)보다 해외아웃소싱(GO: global outsourcing)
을 많이 이용하여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하고 있음.
[기업별 소싱구조] 기업규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1) 2006~16년 총구입액에서 각 소싱별
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국내 독립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및 중간재
를 조달하는 국내아웃소싱을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국내아웃소싱, 해외아웃소싱, 국내인소싱, 해외인소싱 순으로 비중이 높으
나, 중소기업의 국내아웃소싱 비중은 73.0%로 대기업(48.6%)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다양한 소싱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국내 독립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하는 것이 다른 소싱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 소싱별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인소싱은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를 설립(인수)해야 하므
로 아웃소싱보다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인소싱의 사
용가능성이 높음.

1) 상용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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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구조와 생산성] 마지막으로 소싱전략의 선택이 기업의 생산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싱구조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해외인소싱, 국내인소싱, 해외아웃소싱,
국내아웃소싱 순으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해외소싱을 통하여 해외의 값싼 생산요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 그러나 상기 결과는 소싱구조와 TFP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반대로 이윤극
대화를 위한 해외소싱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음.

그림 1. 기업규모별 소싱구조와 총요소생산성(TFP)
A. 기업규모별 소싱구조

B. 기업규모별 TFP

주: 기업규모별 소싱구조는 2000~16년 총구입액에서 각 소싱별 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② 리쇼어링 가능성
[리쇼어링 가능성] 2006~16년 중 한국 제조업 기업의 소싱구조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기간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발견됨.

- 분석기간 전체(2006~16년)의 경우 해외소싱은 연평균 8.5%, 국내소싱은 연평균 2.5% 증가하
고 있어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추이를 보임.
- 그러나 2013년 이후(2013~16년) 해외소싱은 연평균 1.4% 감소한 반면 국내소싱은 연평균
3.3% 증가하는 등 최근 기간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목격됨.
- 최근 국내소싱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3년 41.4%로 가장 높았던 해외소싱 비중은
2016년 38.1%로 꾸준히 감소함.
- 즉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제조업 기업이 2013년 이후 해외소싱을 통하여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
하는 대신 국내소싱을 이용하는 리쇼어링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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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소싱규모
A. 국내외 소싱 현황
(단위: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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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소싱구조별 현황
(단위: 조 원)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리쇼어링 예상 산업]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의 유형을 조사
한 결과 다수의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이후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해외소싱의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총 10개 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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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산업을 대상으로 감소한 해외소싱의 유형과 증가한 국내소싱의 유형을 정의한 후 리쇼어
링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7개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이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
- 이외 2개 산업에서 해외인소싱이 국내아웃소싱으로, 1개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이 국내인소싱
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

표 1. 리쇼어링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리쇼어링 유형 비교
한국표준산업분류
2단위

산업명

2013~16년
해외비중 변화

감소한
해외소싱 유형

증가한
국내소싱 유형

리쇼어링 유형

10

식료품

-4.8

GI

DO

GI → DO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9.7

GO

DO

GO → DO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3

GO

DO

GO → DO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9.8

GO

DO

GO → DO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7

GO

DO

GO → DO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0.1

GO

DO

GO → DO

25

금속가공 제품

-0.1

GI

DO

GI → DO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3.8

GO

DI

GO → DI

28

전기장비

-0.9

GO

DO

GO → DO

31

기타운송장비

-35.7

GO

DO

GO → DO

주: 은행업 주가의 상대변동성과 은행업 베타를 번갈아 사용하여 두 가지 지수를 도출.
자료: 저자 작성.

3)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리쇼어링 정책 효과]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정책이 기업의 리쇼어링 및 오프쇼어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2) 리쇼어링 지원정책은 리쇼어링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소시켜 오프쇼어링 기업의 리쇼어링
선택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오프쇼어링 선택 역시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리쇼어링 지원정책으로 국내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선택하는 정도가 확대되는 것은 리쇼어링 비
용이 감소함에 따라 오프쇼어링의 위험이 감소되기 때문임.
- 즉 오프쇼어링을 실패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다시 리쇼어링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프
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 오프쇼어링의 위험이 감소하게 되므로 오프쇼어링을 선택할
유인이 증가하게 됨.

2)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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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쇼어링의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 구간 변화

자료: 저자 작성.

[리쇼어링 정책의 고용효과] 리쇼어링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이동효과, 생산효과, 대체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총효과는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
려웠음.

-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정책은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을 모두 확대시켜(이동효과) 고용의 변화를 예
측하기 어려웠으며,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므로(생산효과) 고용증가가 예상됨.
- 더불어 고숙련ㆍ저숙련 대체효과는 저숙련노동의 비용절감으로 인해 저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할 것임.
- 한편 직무간 대체효과는 국내생산 직무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고용을 감소시
키는 반면 리쇼어링 직무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즉 리쇼어링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총효과는 이동효과, 생산효과, 대체효과가 서로 다르게
분석되어 예측하기 어려움.

표 2. 리쇼어링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약
구분

대체효과

정의

리쇼어링 지원정책

이동효과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한 효과

생산효과

최종 생산품 생산량의 변화로 인한 효과

알 수 없음
증가

숙련간 대체효과

고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 사이의 생산비율 변화

증가

직무간: 국내생산

국내생산 공정의 상대적 생산비율 변화

감소

직무간: 리쇼어링

리쇼어링 공정의 상대적 생산비율 변화

증가

총효과

알 수 없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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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한국] 한국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 복귀법
혹은 유턴기업 지원법)」에 의해3)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
조금, 고용보조금 및 인력 지원, 입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2월 현재 유턴기업 지원법에
의해 국내 복귀를 완료한 기업은 44개 사임.

- 국내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 90개 사 중 실제 복귀가 성사된 비중은 48.9%로 낮게 조사되고
있어 국내복귀 의향이 있더라도 실제 국내복귀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의향기업의 97.8%가 중소기업
이며, 90%가 중국에 해외사업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됨.
[미국] 미국의 리쇼어링은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주로 중상기술 수준의 직업 창출에 기여하였
지만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주요 트렌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이유로는 개도국의 임금상승이 가장 중요한 철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내 풍부한 고숙련 노동자, 자동화 및 혁신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낮은 에너지 비용,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이 복귀요인으로 작용함.
- 미국정부는 첨단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국 및 다국적 기업의 생산설비 및 관련 R&D
를 미국으로 유치하고자 인프라 구축, 세금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R&D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의 기업친화적 환경을 제공함.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오프쇼어링했던 기업들 중 첨단 산업, 공급망이 중요
한 산업 및 유행과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한 의류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로 회귀하는 리쇼어링이 나타나
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 같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중국과 서부 및 동부 유럽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리쇼어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그 이유로
품질 관리 및 유연성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조업 부활을 주
요 정책으로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함.
- 유럽의 경우 구체적인 리쇼어링 정책보다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혁신전략을 추진하여
고임금 국가에서도 제조업 생산이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선진기술 및
신제품을 활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3) 유턴기업지원법은 2013년 8월 6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7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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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의 리쇼어링은 중국으로부터 복귀하는 기업이 주를 이루며, 중국 내 비용상승, 투자확대, 브랜
드 이미지 제고, 대만 증시 상장 등의 이유로 리쇼어링을 선택함.

- 대만정부는 제조업 활성화와 세계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였
으며, 특히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중국 내 비용상승에 따라 유턴을 희망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
- 세금 감면, 토지 제공, 자금 지원 이외 R&D 지원, 6대 신흥산업과 4대 스마트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 제공, 기술 업그레이드 및 연구개발 상품화 기회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R&D 센터 설립 및 R&D 분야 투자 여부를 충족해야 함.
- 정책 시행 결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

3. 정책 제언
1) 리쇼어링 정책의 적합한 목표 설정 필요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확대, 제조업 강화라는 현재 유턴기업지원법의 목표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좋
은 기업 유치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국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복귀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주로 관찰되며,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과정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
하고 있어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실제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양상과 부합하지 않음.
- 최근 리쇼어링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는 있으나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한 기업 중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여전히 오프쇼어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리쇼어링을 통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는 적합하지 않음.
- 한국은 미국 및 유럽과 달리 이미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약화된 점을 고려하면 리쇼어링을 통해
제조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역시 적합하지 않음.
- 즉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를 업종에 관계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
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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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대만과 같이 해외에 진출한 모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수요
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은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의사를 파악하고 리쇼어링에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대만기업의 초기 국내복귀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남.

3)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국내투자를 수반하는 국내인소싱뿐만 아니라 국내아웃소싱의 형태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국내생산이 확대
되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유턴기업 지원법의 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복귀기업이 투자를 수반(국내인소싱)하지 않고 해외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
우 아웃소싱을 받은 기업이 생산증대를 위한 자본확충을 할 수 있으므로 국내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 역시 국내인소싱을 통한 리쇼어링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리쇼어링의 가능성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리쇼어링이 예상되는 다수의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
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리쇼어링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전기장비, 통신설비 및 자동차 산업 등 첨단산업에서 리쇼어링이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R&D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할 때 혁신기술 개발, 신기술 활용 및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리쇼어링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R&D, 신소재 및 혁신 기술, 자동화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사례가 있으므로 수요가 급변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적합한 리쇼어링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의류, 신발 및 쥬얼리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변화에 따라 생산과 공급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쇼어링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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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Made in X」 효과가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조업과 연계된
후방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센터, 고객관리, 콜센터 등 제조업과 연계된 후방 서비스산업의 강점을 이용하기 위해 국
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있으므로 후방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대기
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까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 필요

5)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기업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위해 생산위치별 비용정보를 제공하고 국내복귀에 대한 탐색 및 조정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공급망을 연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생산위치별로 비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마련
- 리쇼어링 기업의 중간재 공급자 탐색 및 조정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내생산을 유도하도록 국내
공급망 연결을 지원

6)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유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투자 지원제도는 투자를 크게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투자로 구분하여 각 투자별로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투자별로 상이한 인센티브는 제도의 편법 사용, 자원배분의 왜곡, 투자별 편차 야기, 국제기준과
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유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상이한 투자 지원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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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

-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의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 생물 생산(Bio-production), 신물질 개발 등과 같은 신기
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것을 의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종전의 디지털 발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됨.

-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전기에너지), 3차 산업혁명(컴퓨터와 인
터넷) 등과 다르게 지능과 정보가 융합된 기술을 통해 모든 경제 및 사회 활동에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영향을 미침.
- 종전의 디지털 발전은 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에 따른 인터넷과 모바일통신의 발전에 따른 것이었는 데 반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초연결되면서 공진화(co-evolution)하는
발전 과정을 의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반을 구축하
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을 회복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

- 특히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ICTㆍ소프트웨
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정책을
추진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 및 활용 수준을 주요국별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고,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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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디지털 혁신과 무역패턴의 변화
① 4차 산업혁명의 배경
4차 산업혁명의 배경은 대량생산으로부터 대량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한 이후 개인 맞춤형 생산
(Personalized Production)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증가한 데 있음.

- 소비자들의 니즈가 빠르게 개인화됨에 따라 생산시스템도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생
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경쟁이 치열
- 이러한 배경에서 3D 프린팅에 해당하는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기술과 사이버ㆍ
물리 시스템이 발전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생산에서 규모와 범위, 계획과 가치 간에는 양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충
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임.

- 다양성을 확대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상실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됨. 독일에서는 이러
한 상충관계를 생산의 다중 딜레마로 체계화하고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그림 1. 생산의 다중 딜레마(Polylemma of Production)

자료: Brecher, et al.(20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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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의 경우 제품당 생산규모는 작게 되지만 비용은 현행 생산방식에 비해 크게 높아지며 이를 줄이
려는 노력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임.

- 다양성과 비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체적으로 한 제품을 하나씩만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lot
size 1 cost)을 대량 생산 비용과 같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의 지향 목표인 것임.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다양성과 비용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일
차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품 디자인과 생산방식을 찾아야 할 것임.
최종적으로는 선택된 방식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차 조건을 충족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개념임.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적, 물리적 특성을 지닌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디지털 데이
터로 전환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능을 창출하는 데이터 중심의 혁명(data-driven
revolution)임.

- 그에 따라 현실세계를 변화,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물리적 기술이 추가로 개발되어
야 함.

② 디지털 혁신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기존 제품의 생산성도 대폭 향상
될 뿐 아니라 생산, 판매, 소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됨.

- 기업과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ICT 제품과 서비스를 널리 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세계경제의 총생산성 증가를 유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전산화(digit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

- 전산화(digitization)는 아날로그 데이터 및 과정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전환하는 과
정이며,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의 이용과 이에 따른 새로운 활동을
의미
- 디지털혁신(digital innovation)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의 신개발을 의미하
는데 반해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은 전산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
를 의미하므로 결국 디지털 혁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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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17a)는 디지털 변혁을 가져오는 기술로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
퓨팅,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세 가지가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

-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IOT)은 기계, 재고, 제품 등의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빅데이터와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IOT에 따라 생성된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클라
우드 컴퓨팅은 연산능력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해줌.
-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면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분석하면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현실세계의 기계와 장비를
통제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을 새로운 디지털화를 창출하는 디지털 기술로 가능하게 되는
혁신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분야에서 핵심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그림 2 참고)

그림 2. 디지털 혁신의 핵심 기술

자료: OECD(2017a), p. 5의 Figure 1을 저자 수정.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디지털 혁신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OECD는 다음과 같이 향후 미래의 모습을 제시

- 개인은 경제, 정치, 사회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디지털 변혁에서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 정부로 변화되며,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은 모든 경
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미래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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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디지털 혁신에 따라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 승자 독식의 원리와 규모의 경제: 디지털화는 소비자들을 디지털로 연결해서 소비시장을 확대하
는 효과를 가져오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AI가 아웃소싱을 통해 비핵심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심화됨. 디지털 제품의 경우에는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
지 않으며 승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winner-takes-most의 원리가 작동
- 제품의 다양성 증가와 범위의 경제: 디지털 혁신에 따라 맞춤형 생산방식이 확산되면서 제품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효과가 크게 작용
- 디지털 생태계와 시장선도자: 디지털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초연결되기 때문에 생산거점의 의미
가 감소하고 소비자수요에 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공급이 시장경쟁에서 핵심적인 요
소가 되었음. 기업들은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선도자(first mover)가 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경제의 서비스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생산활동이 로봇으로 자동화되고 IOT에 따라 최적의
공급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제품을 조립 및 생산하는 공정의 코스트가 크게 하락함. 경제 전체로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③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의 변화
Strange and Zucchella(2017)는 IoT와 빅데이터에 의해 무역과 국제 비즈니스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
며, 로봇의 발전으로 리쇼어링이 제한적이지만 확대될 것이고 3D 프린팅에 의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단축
되면서 무역구조와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 디지털 혁신은 비교우위 결정요인으로서 저임금의 중요성을 떨어트리는 한편, 현재 주요 선진국
들의 스마트 공장 발전과 로봇 활용 확대를 초래하여 안행가설에 따른 저임금 노동집약적 활동
의 후발개도국으로의 이전을 어렵게 함.
- 디지털 혁신은 세계무역의 비교우위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은 데이터기술과 분야별 보완기술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

- 첫째, 현행 무역 패턴이 유지, 강화되는 유형인데, 이는 현행 직무(task) 중심의 분업체제인 글로
벌 가치사슬이 확대ㆍ심화되는 것을 말함. 둘째, 현행 무역 패턴이 변화하는 유형인데 이는 선진
국들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을 자국 생산으로 전환하는 리쇼어링 유형임. 셋째, 모든
나라들이 분업 대신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분산자족형 유형임.

42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 강도는 기술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의 기술격차에 의해서 결정될 것임.

- 기술특성은 현행 기술의 연속적 발전인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과 현행 기술을
대체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로봇의 경우 자동화를 심
화하는 것으로서 현행 생산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에 적층제조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은 현행 생산방식을 재편하는 것이므로 파괴적 혁신에
해당됨.
- 기술발전 수준은 크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됨. 우선 도입기는 스마트공장의 목표인
개인 맞춤형 생산이 실현되기 전 단계를 의미함. 성장기는 맞춤형 생산은 실현 가능하지만 비용
이 높아 Porter의 제품 경쟁우위 유형 중 차별화 우위 제품에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에 해당
함. 성숙기는 인더스트리 4.0의 최종 지향점으로서 개인별 맞춤형 제품을 대량생산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완전한 스마트공장 실현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국가간의 기술격차는 국제 분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술격차가 클수록 리쇼어링
의 가능성이 커질 것임.
이상의 세 기준에 따른 무역패턴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술 특성 측면에서 로봇 혁신이 강화되면 현행 패턴이 강화되는 반면, 3D 프린팅 혁신이 강화
되면 리쇼어링의 강화가 예상됨. 기술격차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혁신격차가 확대되면
리쇼어링, 반대로 축소되면 현행 패턴 강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한편 4차 산업혁명의
발전단계 측면에서 도입기에는 현행 패턴 강화, 성장기에서는 리쇼어링, 성숙기에는 분산자족형
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2)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① 디지털 혁신기술 수준
미국 특허ㆍ상표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실용특허(utility patents)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디지털 혁신기술 수준을 산업별로 비교

- 미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특허보호 수준이 높아 세계 각국의 중요한 신기술이 거의 대부분 미국
특허로 권리화되어 있으므로 USPTO에 등록된 실용특허를 이용함(윤문섭, 이우형 2002, p. 1).
- 디지털 혁신기술은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6개
기술분야와 관련된 특허로 정의
- 1990~2015년 중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양적 기술 수준(등록건수), 질적 기술 수준(피인용건
수), 양적ㆍ질적 기술 수준(H지수)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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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분류(USPC)코드, 국제특허분류(IPC) 8차 코드, 유럽산업분류(NACE) 2차 코드, 국제
표준산업분류(ISIC) 4차 코드를 연계하여 ISIC Rev.4 2단위 기준으로 산업을 구분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등록건수는 1998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가짐(그
림 3 참고).

그림 3. USPTO에 등록된 디지털 혁신기술의 등록건수 추이

(단위: 건, %)

주: 디지털 혁신기술 비중은 중복 미허용건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USPTO DVD롬 자료(검색일: 2018. 4. 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1990~97년 6천 건 수준이던 디지털 혁신기술의 등록건수는 IT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는 1998
년 이후 9천 건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1만 2천 건 수준으로 증가
국가별 디지털 혁신기술 수준에 의하면 혁신기술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주요국 중
일본의 등록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등록건수는 2000년대 중반부
터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그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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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국의 디지털 혁신기술 등록건수 추이

(단위: %, 건)

A. 주요국 비중(2010~15년)

B. 미국

C. 일본

D. 한국

E. 중국

F. 인도

자료: USPTO DVD롬 자료(검색일: 2018. 4. 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최근(2010~15년) 디지털 혁신기술의 46.6%는 미국에 의해, 26.3%는 일본에 의해, 8.3%는 한
국에 의해 등록되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 28의 비중은 과거(1990~97년) 11.2%에서
최근(2010~15년) 8.9%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
- 최근(2010~15년) 피인용건수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70.8%), 일본(14.2%), 한국
(4.1%) 순으로 높으며, H지수 역시 미국(77), 일본(33), 한국(20)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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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디지털 혁신기술 수준은 26산업(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8산업(기계 및 장비), 62산업(컴퓨
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2산업(기타 제품)에서 높게 나타남.

- 최근(2010~15년) 등록건수의 43.9%는 26산업에, 34.5%는 28산업에, 13.9%는 62산업에,
5.7%는 32산업에 등록됨.
- 전체 피인용건수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산업(42.3%), 26산업(35.5%), 62산업
(18.4%), 32산업(2.8%) 순으로 높으며, H지수 역시 28산업(75), 26산업(55), 62산업(49), 32
산업(20) 순으로 높음.
즉 최근(2010~15년)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양적 및 질적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한국에서 높으며,
26산업, 28산업, 62산업에서 높게 나타남(표 1 참고).

- 이외 국가별 순위는 대만,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에서 높게 나타나며, 산업별 순위는 32산업(기
타 제조)과 20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에서 높게 나타남.

표 1. 최근(2010~15년) 지표별 상위 5개 국가 및 산업
순위

디지털 혁신기술의 국가별 순위

디지털 혁신기술의 산업별 순위

등록

피인용

H지수

등록

피인용

H지수

1

미국

미국

미국

26(전자기기)

28(기계장비)

28(기계장비)

2

일본

일본

일본

28(기계장비)

26(전자기기)

26(전자기기)

3

한국

한국

한국

62(프로그래밍)

62(프로그래밍)

62(프로그래밍)

4

대만

캐나다

캐나다

32(기타제품)

32(기타제품)

32(기타제품)

5

독일

대만

이스라엘

20(화학제품)

20(화학제품)

20(화학제품)

자료: USPTO DVD롬 자료(검색일: 2018. 4. 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양적 및 질적 기술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 수준 역시
상위권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근 H지수
순위의 하락과 중국 및 인도의 기술 수준 향상을 고려하면 향후 EU 회원국과 같은 하락을 경험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특히 62산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디지털 혁신기술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는 산업이나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인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6개 기술분야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수준은 다른 기술분야보
다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 중국 및
인도보다 뒤처져 있는 지표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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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지털 혁신기술 활용 수준
World Robotics의 산업용 로봇 자료와 OECD.Stat의 ICT 기술 이용률을 이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술 활
용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

- World Robotics는 산업용 로봇의 설치·운용 자료를 국가별 및 산업별로, OECD.Stat은 근로
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ICT 기술 이용률을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음.
- 산업용 로봇이나 ICT 기술에 대한 활용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가 높고, 제도 및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음을 의미
산업용 로봇의 경우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순으로 최근(2011~16년) 많이 설치하며, 일본, 미국,
중국, 한국, 독일 순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음(그림 5 참고).

- 상기 상위 5개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약 72%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그림 5. 최근(2011~16년) 산업용 로봇 사용의 주요국 비중
A. 설치 기준

B. 운용 기준

자료: World Robotics(https://my.worldrobotics.org/, 검색일: 2018. 7. 16)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상기 주요국 모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전자장비, 금속제품, 플라스틱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다
수의 산업용 로봇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최근(2011~16년) 설치 중인 산업용 로봇의 산업별 비중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38.6%), 전자전
기장비(24.2%), 금속제품(9.74%), 플라스틱 및 화학 제품(7.6%) 순으로 높으며, 운용 중인 로봇
의 산업별 비중 역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37.5%), 전자전기장비(19.2%), 금속제품(9.5%), 플라
스틱 및 화학 제품(9.3%) 순으로 높음.
- 다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 다수의 산업용 로봇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30.6%)보다 전자전기장비(46.2%)에 더 많은 로봇을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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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 이용률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기업 및 가계에 초고속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있어 이를 활용
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은 다수의 국가에서 90%를 초과하나 기업 관리 프로그램
인 ERP, CRM, RFID 기술 이용률과 클라우드 컴퓨팅 구매 및 빅데이터 분석수행기업 비중,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판매 및 구매 기업 비중 등은 일부 국가에서만 50%를 초과함.
한국은 산업용 로봇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ICT 기술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3위 로봇 설치국, 4위 로봇 운용국으로 산업용 로봇 이용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근로자 1만 명당 운용 중인 로봇의 수는 2016년 631대로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그리고 한국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99.3%와 99.5%로 높으나 RFID 기술
을 제외한 이외 ICT 기술의 활용 순위는 20위권 밖으로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디지털 혁신1)의 무역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혁신에 따른 근본 생산성(fundamental productivity) 변화를
강조한 정량 무역모델 개발과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에 기초한 이론무역모델 제시

- Eaton and Kortum(2002)과 Caliendo and Parro(2015)의 연구를 확장하여 디지털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 정량적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함.
- 디지털혁신에 관한 데이터 부재 또는 제약으로 인해 축약형 계량 접근법(reduced-form
econometric approach)을 채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조적 접근법
을 선택함.
구축한 이론모델을 기초로 실제 데이터와 연계하여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수행

- [이론모델] 다수의 국가와 산업으로 구성된 세계경제에서 국별로 상이한 생산기술, 산업별 중간
재 교역, 생산의 산업간 연관관계 등을 이론모델에 반영
- [모델과 데이터] 구축한 이론무역모델에서 균형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WIOD,
WITS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한 후 반사실적 분석 수행

1) 디지털 혁신은 데이터와 알고리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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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 시나리오 설정

-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 제공하는 특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을 중심으로 컴퓨터·전자, 전기·기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이 집중됨을 확
인함(그림 6 참고).
- 디지털 혁신 관련 특허등록건수 집중도를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에 따른 산업 수준의 생산성 변
화를 생성(그림 7 참고).
- 산업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디지털 혁신의 교역효과를 분석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 시나리오 설정

- 범용기술(GPT)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존 문헌의 결과를 참고.
- 예를 들어 증기엔진이 생산성을 0.3%p 향상(Crafts 2004), 정보통신기술이 생산성을 0.6%p
향상(O’Mhony and Timmer 2009), 로봇이 생산성을 0.37%p 향상(Graetz and Michaels
2015),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자동화가 생산성을 0.3~2.2% 높일 것으로 추정(McKinsey
2017)
- 디지털 혁신에 따른 생산성 변화 폭을 달리 설정함(1%, 2%, 3%)과 동시에 ① 미국 주도 ② 미
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 주도 ③ 디지털 혁신이 범용기술(GPT)로서
세계로 확산될 경우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설정

그림 6. 디지털 혁신 관련 특허등록건수 집중도

주: 가로 축은 국가(부표 1)를 세로 축은 산업(부표 2와 부표 3)을 나타내며, 밝은 색깔일수록 특허등록건수가 높아짐을 의미함.
자료: 2011~15년 기간 미국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집계한 특허정보 중에서 디지털혁신과 관련성이 높은 특허등록건수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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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디지털 혁신에 따른 산업수준의 근본생산성 변화

주: 국가는 [부표 1]을, 산업은 [부표 2]와 [부표 3]을 참고.
자료: 저자 작성.

②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 시나리오 분석 결과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은 교역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분석대상국가의 국별 총교역을 높일 것으로 예측
- 한국의 교역증대효과 1.39%는 미국 3.35%, 유럽 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대한 교역증대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실적이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또한 우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임.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사이의 교역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

-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될 때 한국은 유럽으로의 수출을 2.3%, 일본으로
의 수출을 6.6%, 미국으로의 수출을 4.6% 늘릴 것으로 예측
- 국가간 교역증대효과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서 뚜렷이 나타남.
-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 사이의 교역 변화 폭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사이
의 교역 변화 폭에 비해 작은 편이며 교역감소효과를 보이는 결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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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한국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에 따라 근본생산성 1% 증가를 고려할 경우 한국의 교역증대효과
는 0.46%에 불과
-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의 교역증대효과는 3.77%로 크게 증가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력이 커질수록 한국의 교역증대효과도 커짐.

-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때 근본생산성이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교역증대효과는
3.77%임.
- 세계로 확산된 디지털 혁신이 근본생산성을 3% 높이는 경우를 고려하면, 한국의 교역증대효과
는 11.2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한국은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하여 무역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

-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에 따라 한국의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교역증
가는 미국으로 증가한 수출이 대부분 설명함.
- 미국 주도 디지털 혁신이 근본생산성을 1% 높일 때 한국의 총교역은 0.46% 증가하는데, 한국의
교역증대효과 0.46%는 한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킨 점이 주요인임.
- 마찬가지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시나리오를 고려
할 때, 한국의 교역증대효과 3.11%는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 중국으로의 수출을 증가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③ 분석의 한계와 보완점
디지털 혁신의 생산성 효과에 대한 엄밀한 추정으로 분석을 보완할 필요

- 혁신과 생산성 사이의 관계는 기존 문헌에서 활발히 연구된 편이지만, ‘디지털 혁신’과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
- 이는 디지털 혁신 관련 데이터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까닭
이며, 향후 엄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생산성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면
본 연구가 수행한 반사실적 분석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음.
디지털 혁신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경로를 고려할 필요

- 본 연구는 디지털 혁신이 미칠 다양한 파급경로 중 생산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모델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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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외부성 등 다양한 파급 경로를
추가하여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외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디지털 혁신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경로를 추가한다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에 관한 결과 값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음.

3. 정책 제언
1) 디지털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 중국 및 인도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낮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보
다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함.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시급히 강화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이 확산될수록 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winner-takesmost)이 강화되므로 우리 정부는 생산 및 교역을 하는 기업들이 기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디지털 관련 규제개혁을 해야 함.

-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하며 유선 및 무선 통신망,
플랫폼, 장치 등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함.
데이터 이동 및 정보처리의 상호 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내지는 제거되는 규제환경이 마련되
어야 디지털을 통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디지털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생각해보면 서비스와 재화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
로도 무역장벽 없이 거래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 혁신에 따른 무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동의 수단(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상(제품과 서비스), 경제주체(정부, 기업, 소비자) 등에 대한
각종의 규제가 철폐 내지는 완화될 필요가 있음.

52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들은 기존에 출시된 서비스 및 제품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제기할 수도 있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사전에 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합법적인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혁신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디지털 혁신의 국제적 파급 확대를 위한 무역규범 정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은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는 증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무역은 증가하지 않으며,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파급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
록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무역정책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 수 있도록 국제규범을 효과
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역확대에 도움이 됨.
현행 국제규범에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협정문과 선언문을 살펴보면, GATT 협정은 디지털로 이동이
가능하게 된 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면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됨.

- 2017년 2월에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수출입의 통관절차를 원활화하는 조치를 이행토
록 하므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됨.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TBT 협정은 정보기술과 전자제품에 적
용되는 기술 규제 및 표준에 대한 정부조치를 포함하며, 정보기술협정(ITA)과 지식재산권협정
(IPR)은 ICT 제품 및 서비스의 교역과 관련됨.
GATS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규범을 다루고 있는데, 최혜국대우(MFN) 및 투명성에
대한 일반원칙은 모든 서비스교역에 적용되는 조항임.

- 서비스 양허스케줄은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또
한 GATS 통신서비스협정(통신에 대한 부속서와 기본통신서비스협정)과 금융서비스협정(금융서
비스에 대한 부속서)도 관련되어 있음.
디지털 혁신에 따른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접근과 서비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제품군이 출시되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요인이 우선적으로 제거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 물류, 금융,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국제적 규범 제정이 필요
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무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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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아날로그적 특성을 지닌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디지털 데이
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경제·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

-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 및 소비자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임.
데이터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디지털 혁신의 여러 요소들이 작동하게 되며, 데이터의 수집, 이동, 가공 등
이 디지털 혁신을 가져오고 가치를 융합적으로 창조하며 상각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데이터의 역할을 강화
하고 복합적인 혁신을 촉진

- 데이터 주도(data-driven) 경제와 사회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개인에서 조직으로, 전통적 기
업에서 데이터 주도 기업으로, 정부에서 데이터 주도 기업으로 권력이동을 의미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현재 OECD 회원국의 디지털 전략의 추진체계를 보면 각각의 전략요소를 수행하는 기관이
OECD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예를 들어 일부 국가의 경우 상위의 정부조직(총리실, 대통
령 등)이나 디지털 전담 장관급 기구가 총괄기능을 맡는 경우가 있으며, 디지털 비전담 장관급이
총괄기능을 맡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러 장관에 분산되거나, 여러 공조직과 민간에 분산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처가 정책 총괄, 조정, 감독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
고 세부적인 정책 집행은 하부 위임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 정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일관된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디지털전략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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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분석 국가목록

부표 2. 분석에 초점을 맞춘 산업

순번

국가

순번

산업

1

호주

1

농림ㆍ어업

2

브라질

2

광업

3

캐나다

3

식품ㆍ음료ㆍ담배

4

중국

4

섬유ㆍ의복ㆍ가죽

5

유럽

5

목재ㆍ목재제품

6

인도

6

펄프ㆍ종이

7

인도네시아

7

석탄ㆍ석유제품

8

일본

8

화학제품ㆍ의약품

9

한국

9

고무ㆍ플라스틱

10

멕시코

10

기타 비금속

11

러시아

11

철강ㆍ금속

12

대만

12

전기ㆍ기계

13

터키

13

컴퓨터ㆍ전자

14

미국

14

운송기기

15

ROW

15

기타 제조업제품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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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부표 2] 이외 산업목록
순번과 산업명
16.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17.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18. Sewerage; waste collection, treatment and disposal activities
19. Construction
20.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21. Wholesale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22.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23.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via pipelines
24. Water transport
25. Air transport
26.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27. Postal and courier activities
28.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29. Publishing activities
30.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31. Telecommunications
32.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33.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34. Insurance, re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35.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activities
36. Real estate activities
37. Legal and accounting activities; activities of head offices; management consultancy activities
38.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39.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40. Advertising and market research
41.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veterinary activities
42.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43.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44. Education
45.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46. Other service activities
47.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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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美 통화정책 정상화(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보유자산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압력
이 갈수록 증가할 전망

- 향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을 환수하는 조치(연준 보유자산 축소,
tapering)와 함께 빠르게 추진된다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압력으로 작용할 것
최근 신흥국 자본유출입 결정요인(대내요인 vs. 대외요인)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어 관련 논의의
재점검 및 대응 논리가 필요한 상황

- 그동안 대다수 선행연구는 대내요인(pull factor)보다는 대외요인(push factor)이 신흥국 자본
유출입에 더 큰 영향력을 준 것으로 나타남.1)
◦ 대외요인(push factor)은 자본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금융시장 혹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에 존재하는 공통요인을 지칭하며, 대표적으로 선진국 금리 및 경제성장률, VIX, 글로벌 상품가격지
수 등이 있음.
◦ 대내요인(pull factor)은 국내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개별국의 특성을 나타내며, 개별국
금리 및 경제성장률, 환율체제, 금융시장 개방도, 경제발전 단계 등이 있음.

- 특히 前인도중앙은행 총재 Raghuram Rajan은 주요 대외요인으로 미국 Fed 및 선진국 중앙은
행의 통화정책 충격(monetary stimulus)을 지목2)
- 한편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 의장은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본유입은 ① 미 연준 기
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되었고(그림 1) ② 신흥국과 선진국 간 성장률 차이와 동행하는 모습(그
림 2)임을 강조하면서 신흥국으로의 純자본유입은 대외요인보다 신흥국의 자체적인 대내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3)

1) Ghosh et al.(2012); 강태수 외(2015).
2) Rajan, Raghuram(2014), “Competitive Monetary Easing--Is It Yesterday Once More?” Speech delivered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April 10.
3) “Monetary Policy Influences on Global Financial Conditions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Panel remarks by
Jerome H. Powell, Chairman,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18. 5. 8, 그림 1).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were already strong before the Fed cut its policy rate”(그림 2). “EMEs vs AE growth
differentials drive capital flows to EMEs(push보다는 pull effect가 더 컸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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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민간자본유입* 및 연방기금금리

그림 2. 순민간자본유입* 및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성장률 격차

(단위: GDP 대비 %, %)

주: * 4분기 이동평균(rolling average).
자료: Powell(2018), Figure 4, p. 4.

(단위: GDP 대비 %, %p)

주: * 4분기 이동평균(rolling average).
자료: Powell(2018), Figure 4, p. 4.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자본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자료 및 분석방식] 1997~2015년, 47개 국가, 불균형 분기 패널 데이터

- 47개 국가를 선진국/신흥국으로 구분하는 한편 신흥국은 아시아(7개국), 동부유럽(9개국), 라틴
아메리카(7개국), 기타 신흥국(8개국)으로 세분하여 자본유출입 결정요소 분석4)
◦기존 연구는 주로 선진국/신흥국으로 구분했으나 본 보고서는 신흥국가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로 더욱 세분함.

- 자본유출입 결정요소를 대외/대내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 주요 결정변수를 분석
◦대외요인(글로벌 요인, Push Factor): S&P 500 변동성 지수(  ), 글로벌 상품가격지수(  ), 미
국 단기금융시장 금리(    ), 선진국 GDP 성장률(    )
◦대내요인(개별국가 요인, Pull Factor): 개별국 i의 단기금융시장 금리(  ), 개별국 i의 GDP 성장률
(   )

[계량모형] 상기 대내외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고,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채권+주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계
량모형 설정

4) EU 선진국(9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핀란드, 키프로스; EU 외 선진국(7개국): 일본,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시아(7개국):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동부유럽(9개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라틴아메리카(7개
국):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우루과이,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 기타 신흥국(8개국): 아르메니아, 몰도바,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지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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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투자자금(=純자본유입(  )): 총유입자금(외국인의 국내투자자금)과 총유출자금(내국
인의 해외투자자금) 간 차이로 정의5)
- 계량모형 식은 [식 1]과 같음.6)
                                          

   
 
대외요인
대내요인

[식 1]
[실증분석 결과]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이 신흥국/선진국별로 상이하며, 신흥국 내에서도 국가그룹별 이질
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고).

표 1. 국가그룹별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OLS 분석 결과

종속변수: 

    

    

  
  
대외요인





  

대내요인

  
N
R-squared

(1)
(2)
전체
전체
샘플
샘플
0.0137**
(0.006)
0.0295
(0.020)
-0.0031 -0.0083
(0.006) (0.006)
0.0155** 0.0156**
(0.008) (0.008)
-0.0547*
(0.029)
-0.0578*
(0.030)
0.0125**
(0.006)
0.0307
(0.020)
2,555
2,555
0.007
0.008

(3)
선진국

-0.0230
(0.015)
0.0378
(0.024)
-0.2360*
(0.123)
-0.2914***
(0.078)
0.2563***
(0.069)
0.2554***
(0.086)
854
0.050

(4)
EU
선진국

(5)
非EU
선진국

(6)

(7)

(8)

(9)

(10)

신흥국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기타

-0.0287 -0.0111 -0.0039
(0.016) (0.025) (0.005)
0.0306 0.0330 0.0079**
(0.037) (0.026) (0.004)
-0.1128 -0.2590 -0.0476**
(0.101) (0.206) (0.019)
-0.1947*** -0.3788** -0.0172
(0.046) (0.151) (0.029)
-0.1318 0.3089*** 0.0038
(0.257) (0.066) (0.003)
0.2066*** 0.3199 0.0026
(0.056) (0.187) (0.010)
410
444
1,701
0.037
0.084
0.011

-0.0111
(0.011)
0.0205
(0.011)
-0.0840**
(0.026)
-0.0801**
(0.024)
0.0174**
(0.006)
0.0385*
(0.018)
405
0.088

0.0059 -0.0135
(0.012) (0.011)
0.0029 0.0014
(0.006) (0.005)
-0.0811** 0.0339
(0.035) (0.039)
0.0098 -0.0210
(0.074) (0.036)
0.0040 0.0017
(0.004) (0.008)
-0.0208 0.0261*
(0.030) (0.012)
599
334
0.025
0.060

-0.0044
(0.008)
0.0078*
(0.003)
-0.0169
(0.029)
0.0174
(0.041)
0.0117*
(0.006)
0.0020
(0.004)
363
0.029

주: 추세와 분기 더미변수가 포함됨. ( ) 안의 숫자는 (clustered)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국가 i의 연간 GDP 대비 분기별 純자본유입액(%),  -S&P500 지수 변동성,  -글로벌 상품가격지수(%, 변화율),   -미국 그림자 금리(%, Wu
and Xia, 2016),   -선진국(IMF 분류기준) 실질 GDP 성장률 평균(%),  -국가 i의 단기금융시장 금리(%),  -국가 i의 실질 GDP 성장률(%).
자료: 저자 작성.

- [선진국 vs. 신흥국] 선진국으로의 자본유출입은 대내외 요인(pull/push factor)이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반면, 신흥국은 대외요인(push factor)이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
구들과 비슷한 결과 도출

5) 내생성에 따른 추정의 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내외 요인은 모두 1분기 이전 값을 사용함(하첨자 t-1로 표시).
6)  와  는 각각 상수항과 추세를 의미하며,  는 오차항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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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외요인인 미국 금리(    ), 선진국 GDP 성장률(    ) 상승 시 선진국으로의 순자본
유입이 감소되는 반면, 대내요인인 개별국가 금리(  )와 개별국 GDP 성장률(   ) 등이 상승하면
순자본유입이 증가
◦신흥국: 대외변수인 글로벌 상품가격지수(  ), 미국 금리(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냄. 예컨대 미 금리가 상승할 때 신흥국으로의 순자본유입이 증가. 특히 신흥국(아시아, 동부유럽)으로
의 자본유입은 미국 금리가 먼저 인하(  )된 후 다음 분기(t 期)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파월 의장의 주장(“신흥국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신흥국 그룹별]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은 신흥국 내 4개 지역 국가그룹별로 상이
◦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내외 요인이 모두 유의한 반면, 동부유럽은 대외요인, 라틴아메리카는 대내요
인이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남.

[강건성 검증] 다섯 가지 강건성 검증7)을 통해 주요 실증분석 결과(표 1)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2 참고).

- [표 2]에서는 주요 실증분석 결과(표 1)와 강건성 검증(①~⑤) 결과를 종합하여 각 대내외 요인

표 2. 실증분석 요약 정리 히트맵
(1)
전체
샘플

(2)
선진국

(3)
EU
선진국

(4)
非EU
선진국

(5)

(6)

(7)

(8)

(9)

신흥국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기타

  
  
대외요인





  
대내요인

  
주:

- 강한 양의 상관성

- 약한 양의 상관성

- 약한 음의 상관성

- 강한 음의 상관성

추세와 분기 더미변수가 포함됨. ( ) 안의 숫자는 (clustered)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국가
i의 연간 GDP 대비 분기별 純자본유입액(%),  -S&P500 지수 변동성,  -글로벌 상품가격지수(%, 변화율),   -미국 그림자 금리(%, Wu and Xia 2016),

  -선진국(IMF 분류기준) 실질 GDP 성장률 평균(%),  -국가 i의 단기금융시장 금리(%),  -국가 i의 실질 GDP 성장률(%).
자료: 저자 작성.

7) ➀ 개별국 특성변수를 대내요인으로 포함한 확장모형 ②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모형 ③ 총자본유입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계량모형
④ 실질금리를 사용한 계량모형 ⑤ 글로벌 위기기간을 분석기간에서 제외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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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본유출입과의 상관관계 및 신뢰도를 히트맵(heat map)으로 표시함.8)

2)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미국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을 시변 벡터자기회귀모형(TVP-VAR:
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regression)으로 추정

- TVP-VAR 모형은 VAR 모형의 계수와 오차항 분산이 시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경제구조의 점진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데 적합한 ‘비선형 VAR 모형’임.9)
- [변수 구성]
◦미국 금융시장 변수: 연방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 기간프리미엄, 신용스프레드
◦국내 금융시장 변수: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신용스프레드, 자본유출입(채권, 주식 및 기타 자금의
합계, GDP 대비 %)
◦표본기간은 1997년 1/4분기부터 2017년 4/4분기까지

- [구조적 충격의 식별] 촐레스키 분해(Choleski Decomposition)의 단기제약을 이용하여 구조
적 충격(Structural Shock)을 식별함.
◦단기제약에서 유의할 점은 내생변수 순서를 정하는 것임(외생성이 강한 변수일수록 내생변수 벡터에
서 우선순위를 차지함).
◦본 보고서의 내생변수 순서는 「미국 신용스프레드-미국 연방기금금리-미국 기간프리미엄-한국 신용
스프레드-한국 장기금리-환율-한국 자본유출입」으로 구성
◦다음 분석은 미 연준이 대규모 자산 매입을 종료한 2015년 이후부터 2017년 말까지 기간 중 경제구
조를 유지할 경우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초래하는 충격반응함수 결과임.

[분석 결과] 미 정책금리 인상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

- [그림 3]은 미국 정책금리 충격(1표준편차 증가)에 대한 반응함수를 나타냄. 이 충격은 정책금리
(US FFR)를 약 30bp 상승시키지만 미국 신용스프레드(US credit)나 기간프리미엄(US term)의
반응은 미미함.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 역시 신용스프레드나 장기금리 5bp, 환율 0.05% 정도의
미미한 수준임(그림 3의 (가) 참고).
◦이러한 결과는 기간 중 5회에 걸친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시사. 이는 미국 금리 인상이 느리고 예측 가능한 경로로 진행되어 시장충격의 규모가 작았던 것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으로의 자금유출입 반응도 해외 대출을 제외한 변수들은 규모가 작거나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임(그림 3의 (나) 참고).
8) 녹색 계열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붉은색 계열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색이 진할수록 여러 모형을 통해 검증된 강한 증거임
을 의미함.
9) 모수(parameter)의 조건부 기댓값을 계산할 때 망각인자(forgetting factor)를 도입하여 추정시간을 단축하는 방법(‘Large-TVPVAR’)을 사용하여 추정(Koop and Korobil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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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년 1/4분기~2017년 4/4분기, 미국 정책금리 충격
(가) 신용스프레드, 금리, 환율

(나) 자금유출입

주: US credit: 미국 신용스프레드(Moody’s Baa 채권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간 차이), US term: NY Federal Reserve Bank 공표 10년물 기간프리미엄(ACM Term
Premium), US FFR: 미국 정책금리인 페더럴펀드 이자율, KOR credit: 국내 신용스프레드(회사채 3년물 AA-등급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 간 차이), KOR long-term
rate: 국고채 3년물 금리, KRW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 Bond inflow: 국제수지표 부채성 증권(부채), Stock inflow: 국제수지표 지분성 증권(부채), Lend
inflow: 국제수지표 기타투자(부채), Bond outflow: 국제수지표 부채성 증권(자산), Stock outflow: 국제수지표 지분성 증권(자산), Lend outflow: 국제수지표 기타
투자(자산).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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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시나리오 분석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확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용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
- 정책금리: 미 연준의 2018년 예상금리가 2.5%, 2020년 예상금리가 3.5%임에 따라 2019년 3
회, 2020년 1회 각 25bp 인상되는 것을 가정
- 기간스프레드: Goldman Sachs 전망치(2018년 1월 전망)를 감안하여 2019~20년 연간 12bp,
매 분기 고르게 상승할 것으로 가정
- 신용스프레드: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을 통해 반영
-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시나리오는 다음의 3개로 구분
①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신용스프레드 충격이 발생하지 않음.
②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19~20년 중 1표준편차 단위의 신용스프레드 상승 충격이 3회
발생
③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기간 중 2표준편차 단위의 신용스프레드 상승 충격이 3회 발생
하는 것을 가정

표 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시나리오

정책금리
기간스프레드

2019.1Q

2Q

3Q

4Q

2020.1Q

2Q

3Q

4Q

-

+25bp

+25bp

+25bp

-

+25bp

-

-

+3bp

+3bp

+3bp

+3bp

+3bp

+3bp

+3bp

+3bp

-

-

-

-

-

-

-

-

신용스프레드
시나리오 1 :
금융시장 안정
시나리오 2 :
금융시장 다소 불안정

+1SD

+1SD

+1SD

시나리오 3 :
금융시장 불안정

+2SD

+2SD

+2SD

주: 1) 정책금리 경로는 미 연준 Fereral Funds Rate projection의 중간값 참고.
2) 기간스프레드 경로는 골드만삭스(2018. 1) 자료 참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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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분석 결과] 신용스프레드 확대, 장기금리ㆍ환율 상승 등 가격지표 변동성이 확대됨에도 자본이
純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純유입되는 모습. 이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
자금이 환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표 4 및 그림 4 참고).

① 최근 경제구조가 유지될 경우 가정
-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의 크기: 신용스프레드 150bp, 장기금리 81bp, 환율 5.3% 상승
- 자본유출입: 분기 GDP 대비 0.1% 純유출될 것으로 예상
◦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유출(채권투자 GDP 대비 2.1%, 주식투자 4.6%)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
외증권투자(채권투자: 3.9%, 주식투자: 2.6%) 자금이 환류되어 외국인 자본유출을 상쇄함에 따라 포
트폴리오 투자 기준 純자본유출 규모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② 2000년대 중반의 경제구조 가정
-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의 크기: 신용스프레드 29bp, 장기금리 34bp, 환율 1.2% 상승
- 자본유출입: 분기 GDP 대비 2.2% 純유출될 것으로 예상
◦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유출(채권투자: GDP 대비 0.7%, 주식투자: 2.0%)
◦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환류(채권투자: 0.4%, 주식투자: 0.9%)

③ 글로벌 금융위기급 경제상황 가정
-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의 크기: 신용스프레드 345bp, 장기금리 193bp, 환율 8.0% 상승
- 자본유출입: 분기 GDP 대비 7.6% 純유입될 것으로 예상
◦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유출(채권투자: GDP 대비 1.6% 유입, 주식투자: 6.4% 유입)
◦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환류(채권투자: 10.9%, 주식투자: 1.4%)

-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자금 환류가 기대되는 이유는
① 2014년 이후부터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자금 >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금」 구조가 갈수록 공고화되
는 추세

- 실제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의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자금10)이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11)
을 상회
②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국의 수익률 하락 시 신흥국에 투자된 내국인투자자금의 환류
③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실현기회 발생

10) 분기 평균 124억 달러: 채권(37억 달러), 주식(87억 달러).
11) 분기 평균 91억 달러: 채권(40억 달러), 주식(51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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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 누적 반응(2019~20년)

(단위: %)

신용
스프레드

장기
금리

환율

외국인
채권

외국인
주식

해외
채권

해외
주식

금융
계정

시나리오 1:
금융시장 안정

-0.10

-0.11

0.10

-0.11

-0.03

0.54

-0.12

-0.56

시나리오 2:
금융시장 다소 불안정

0.68

0.37

2.67

-1.10

-2.31

-1.70

-1.38

-0.34

시나리오 3:
금융시장 불안정

1.50

0.81

5.25

-2.08

-4.60

-3.94

-2.64

-0.11

시나리오 1:
금융시장 안정

0.15

0.56

0.18

-0.59

0.21

-0.29

-0.11

0.03

시나리오 2:
금융시장 다소 불안정

0.34

0.39

0.69

-0.65

-0.91

0.05

-0.52

-1.09

시나리오 3:
금융시장 불안정

0.29

0.34

1.19

-0.71

-2.03

0.39

-0.92

-2.21

시나리오 1:
금융시장 안정

-0.16

0.35

0.05

-0.16

0.50

0.45

0.06

-0.17

시나리오 2:
금융시장 다소 불안정

1.91

1.03

4.05

0.72

-2.93

-5.24

-0.67

3.70

시나리오 3:
금융시장 불안정

3.45

1.93

8.04

1.59

-6.35

-10.93

-1.40

7.56

경제여건: 최근

경제여건: 2000년대 중반 미국 금리 인상

경제여건: 글로벌 금융위기

주: 1) 자본유출입은 GDP 대비.
2) 신용스프레드와 장기금리는 2019~20년 중 최대 반응 기준.
3)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수는 2019~20년 누적 반응 기준.
4) 금융계정에서 대출 및 차입은 제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변수 누적 반응 요약(2019~20년)
경제여건

(1)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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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금융시장 불안정

그림 4. 계속
경제여건

시나리오 3: 금융시장 불안정

(2) 2000년대 중반
미국 금리 인상

(3) 글로벌 금융위기

주: ( ) 안은 채권과 주식의 합계.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1) 선진국 통화정책이 초래한 외부효과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금리 인상이 주변국에 끼치는 경제적 외부효과(자본유출 리스크 등 externalities)의 부작용을 G20 재무
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IMF 연차총회,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을 통해 제기할 필요

- 파월 의장의 주장은 美 금리 인상 충격이 부작용을 초래하더라도 이를 미국 때문이라고 비판하
지 말고 신흥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으로 해석됨.
- 하지만 미국 금리가 시차를 두고 신흥국 자본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파월 의장의 주장(“신흥국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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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
- 「자금 방출국가(source countries)– 자금 도착지 신흥국(recipient counties)」 간 국제자본 흐
름이 초래하는 외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G20 플랫폼을 통해 IMF, OECD, BIS 등에
요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임.
- 아울러 선진국 정책이 신흥국에 끼치는 외부효과의 부작용이 클수록 신흥국 위기가 선진국에
되돌아가는 리스크(reverse spillovers)도 동시에 커지므로 국가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G20 등 국제회의를 통해 강조

그림 5. 선진국 통화정책의 외부효과

자료: 저자 작성.

2) 통화정책은 자본흐름 패턴 변화를 감안할 필요
최근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위기 시 국내로 환류되면 ‘외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본흐름의 구조 변화를 통화정책 운용 시 감안해야 함.

- 그동안 내외 금리차 확대는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컸지만, 2014년 이후 「내국
인 해외 증권투자자산 >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구조 정착 및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환류 가능
성 상승 등으로 「내외 금리차 확대→자본유출 증가」 리스크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음(그림 6, 그
림 7 참고).
- 금융 불안 상황 발생 시 내국인 해외자산이 국내로 환류되면서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을 억제시
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므로, 민간의 해외자산투자 확대를 통해 대외지급능력 및 대외건전
성이 강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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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국제투자대조표(IIP).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8. 11. 1).

그림 7.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8. 11. 1).

3) 「경상수지 흑자 ⇆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나갈 필요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경우 위기 시 국내로 환류되면 외화유동성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정책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에 머물기보다 내국인의 해외자산투자로 이어지면 원화 강세 압력이 완화
될 뿐만 아니라 금융불안 상황 발생 시 국내로 환류되어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을 억제하는 순기
능 기대
- 내국인 증권투자의 경우 2012년 67억 5,000만 달러 순유입에서 2017년에는 국내 보험사, 자
산운용사 등의 해외투자에 힘입어 578억 5,000만 달러 순유출로 급격히 증가(그림 8 참고)
- 따라서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경상수지 흑자 ⇆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나갈 필요

그림 8. 국제수지표상 외환 수급
가. 2012년

나. 2017년
(단위: 억 달러)

순유입 508.4

경상수지

자본ㆍ금융계정
(준비자산 제외)

순유출 384.0
(직접투자 211.4, 증권투자 △67.5*,
파생ㆍ기타 240.1)

주: * 주식 △19.5억 달러, 채권 △47.9억 달러.

(단위: 억 달러)
순유입 784.6

순유출 827.1
(직접투자 146.2, 증권투자 578.5*,
파생ㆍ기타 102.7)
주: * 주식 252.4억 달러, 채권 326.1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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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화유동성 확보 수단인 ‘외화예금’을 활성화할 필요
미 통화정책 정상화가 초래하는 자본유출 압력에 대응하여 외화예금을 활성화할 필요

- 美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달러 유동성 조달 문제(US Dollar funding risk)가 국제금융시장
의 민감한 리스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음.
◦美 달러화 표시자산(US dollar-denominated assets) 수요는 미국 이외의 지역(우리나라 포함)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9 참고).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 스와프레이트의 마이너스(-)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는바, 이는 보험사 등 금융
사의 美 달러화 단기자금 조달여건이 어려움을 시사(그림 10 참고)

그림 9. 비(非) 미국기업 달러 수요

(단위: 조 달러, %)

자료: IMF(2018), Figure 1.23, p. 41.

그림 10. 내외 금리차* 및 스와프레이트

(단위: bp)

주: * 통안채 금리(3개월)-LIBOR(3개월).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8. 6. 8).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환보유액 확충,
중앙은행 통화스와프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외화예금은 외화유동성 공급, 스와프시장 왜곡 해소, 해외충격 완화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는바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할 필요(그림 11 참고)
- 따라서 외화예금 활성화를 위해 외화예금 조달 측면에서 ➀ 장기 외화예금에 대해 한시적 세제
혜택 부여 ② 이자소득세 차등 과세(원화예금의 경우 15.4%)12) ③ 위기 시 비거주자 외화예금
의 국내 환류방안 강구를 고려할 필요

12) 외화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세 납부 후에도 환손실 리스크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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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

(단위: 조 원,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8. 11. 1).

5)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소통 노력을 강화할 필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용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금융시장과의 소통 노력을 배가시켜나
갈 필요

- Hallvarsson and Hallvarsson(2010)은 위기상황에서는 금융안정 관련 주요 당사자간 커뮤니
케이션(crisis communication)이 활성화되어야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누그러짐을 지적
- 2015년 이후의 미국 정책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미 연준이 금리인상 예상경로를 사전에 공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통한 소통노력을 강화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국내 통화정책에서도 선제적 예고를 통한 소통 노력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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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
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미ㆍ중 통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ASEAN 시장은 ‘선제적 지역’ 전략으로서 의미가
깊으며 한국은 ASEAN과 함께 미국ㆍ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면 양국의 관세 부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음.
- 또한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ASEAN 인프라 시장은 중동 인프라 시장의 수주
액 감소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음.
- 2018년 한국정부는 미ㆍ중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벗어나고자 신남방정책 추진을 본격화하였
으며 ASEAN을 인도와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지역으로 상정함.
신남방정책의 목적대로 한반도가 남방과 북방을 잇는 교량이 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
는 역할을 하려면, 역내 연계성 개선과 같은 물적ㆍ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
해야 함.

- 이런 의미에서 신남방정책은 연계성 개선사업이므로 ASEAN이 역내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추진
하는 ASEAN 통합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for ASEAN Connectivity) 등 다양한 사업들과 결을 같이할 수 있음.
한국기업과 정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ASEAN의 인프라 개발의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새롭게 확장될
역내 인프라 개발시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기회 확대에 서둘러 대응해야 함.

- ASEAN은 양자 FTA, RCEP, APEC 포럼에서 연계성(connectivity)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ASEAN 연계성 사업 중 특히 인프라 사업은 2016~30년까지 3조 3,000억 달러의 수요가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토목ㆍ건축에 비교우위를 보유한 한국기업이 진출가능한 유망 시장임.

- ASEAN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ASEAN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
력 강화전략이자 신남방정책의 토대가 됨.
- 따라서 ASEAN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한국 진출 건설기업에 알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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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정부가 ASEAN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ODA 사업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로 구분되고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고 있음.
-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ASEAN 대상 ODA 사업을 민간부문의 사업기회와 연결하는 접점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중국은 ASEAN의 연계성 개선 노력에 따른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전략을 마련하고 많은
물자를 투자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큰 틀의 전략을 마련하
지 못하였음.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
과 성장배경을 파악함.
- 또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고 한국 건설
기업 진출 지원정책 분석과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ASEAN 인프라 시장 확대와 연계성 개선 노력
ASEAN 각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재 보유한 인프라 수준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으므로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해 인프라를 적극 개발할 계획임.

- 최근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1 참
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음(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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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SEAN 회원국의 건설업 GDP 추이

그림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의 시장성 평가

(단위: 십억 달러, 인도네시아는 백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8. 10. 6).

(단위: 점)

자료: 저자 작성.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으며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보면 필요부문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한국 정부 및 기업도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함(표 1 참고).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베트남
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표 1 참고).

표 1.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필요액(2006~30년 누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단위: 십억 달러, %)

말레이시아

베트남

합계

교통

771.6

111.5

27.7

78.6

61.7

1,051.0

46.4

전력

194.9

90.6

176.0

179.0

92.9

733.4

32.3

통신

192.9

59.1

21.5

10.9

70.9

355.3

15.7

상하수도설비ㆍ위생시설

69.6

31.5

9.1

1.6

16.1

127.9

5.6

합계

1,299.0

292.7

234.3

270.1

241.6

2,267.7

100.0

비중

54.2

12.9

10.3

11.9

10.7

100.0

자료: 船橋 泰晴, 松尾 紀史, 木下 聡, 佐々木 辰(2017, p. 87), 「インフラ需要の特徴と変化 －都市化に伴うインフラ整備の課題－」 참고하여 저자 작성.

78

비중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 전략과 사례 분석
① 일본의 지원전략
(1)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
일본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Asia’s Future)’ 이니셔티브를 2015년
수립ㆍ발표하였음.

-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은 급증하는 아시아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은 더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 Road Initiative)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대응한다는 목적도 지님.
- 일본이 아시아 신흥국의 방대한 인프라 개발수요에 필요한 자금(5년 동안 1,100억 달러)을 아시
아개발은행(ADB)과 연계해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을 선도하겠다는 의미임.
일본정부는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JICA의 지원규모 확대와 절차의 신
속화, ADB와의 협력 확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 등의 매몰비용(risk money)
공급 확대 등 공적 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 역시 크게 개선하였음.

(2)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표 2 참고).

- 즉 ASEAN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한국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
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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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주요 정책
주요 정책

세부 내용

-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선도와 수출제품 인증기반 구축
국제표준 획득과 인증기반 강화 및
- 정상회담, 국제회의, 인프라 관련 이벤트 등을 적극 활용해 일본이 제시한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정착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및 정착 지원
첨단 저탄소기술의 국제표준 획득

- 고효율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차세대자동차나 저탄소도시 등 일본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효과 저감에 공헌하고 관련 인프라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국제표준 획득

방재 선진국으로서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방재분야 개발협력 주도
국제표준화와 글로벌화 전개

- ADB 이외 MDB와의 협력
- 일본 기술의 각국 공유ㆍ소개
-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각국과 확인ㆍ공유

자료: 経済産業省(2015), p. 5, ｢質の高いインフラパートナーシップのフォローアップ｣; 首相官邸(2017), pp. 31~36, ｢インフラシステム輸出戦略(平成29年度改訂版)｣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
일본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적자금 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
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 강화, 국제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의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

- 한국은 2014년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 설립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
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음.
- KIND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나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민관 협력체제에 바탕을 둔 거국적 지원(All Japan)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는 모든 관련 부처 장관
과 협회 및 기업도 참여하고 있음.

- 톱세일즈 외교는 이를 측면에서 뒷받침하면서 실적을 쌓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
와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음.

② 중국의 지원전략
중국은 AIIB, 실크로드기금, 중ㆍASEAN 인프라 기금 등을 조성하는 등 공적 금융 확충 및 활용을 통해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전략을 펼치고 있음.

- 중국은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ASEAN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최근 중국 위협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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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면서 경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 역
시 축소하고 있음.

③ 한국에 대한 시사점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적 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이며 양국이 가지지 못한 강점을 발굴하여 중국과 함께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마련해
야할 것임.

- 중국과 일본의 규모에 못미치는 공적자금을 가지고는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음.
- 양국이 가지지 못한 강점을 발굴하여 중국과 공동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필적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일본기업은 중국기업에 비해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
에 우위를 가지고 있음.
◦중국기업은 일본기업에 비해 차관규모, 정부 지원, 의사결정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임.

3)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①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분석
ASEAN 지역은 한국의 제2위 건설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높은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동시장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고).

- ASEAN 시장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건축 등 다양한 공종에서 수주가 존재했지만,
중동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았음.

그림 3. 한국의 ASEAN 및 중동 수주 현황
중동

(단위: %)

ASEAN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 수주통계(검색일: 201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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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시장 내에서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수주가 집중되고 있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음(그림 4 참고).

그림 4. 한국의 대ASEAN 주요국별 건설 수주 구성 현황
수주액 비중

(단위: %)

수주 건수 비중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 수주 통계(검색일: 2018. 4. 5).

-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의 공사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음(그림 5 참고).

그림 5. 한국의 대ASEAN 공종별 건설 수주 구성 현황
수주액 비중

(단위: %)

수주 건수 비중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 수주통계(검색일: 2018. 4. 5).

한국 건설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함.

- 최근 특히 한국 건설기업들이 대부분 단순 도급공사 위주로 수주하고 있어 이를 부가가치가 높
은 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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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음.

- 다만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보수, 시공능력 면에서 다른 업무 단계보다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
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한국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 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음(그림 6, 그림 7 참고).

그림 6.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소별 중요도

(단위: 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7. 경쟁기업 대비 한국기업의 사업단계별 역량

(단위: 점)

자료: 저자 작성.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경우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답했음.

- 한국 해외 인프라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한
진입장벽 해소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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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진출기업들이 진출 시 경험했던 진입장벽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정부간 협상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사업 수주 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해외 건설 인프라 진출기
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그림 8 참고).

-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 건설 경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리스크 대응역량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위한 리스크 완화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중소기업은 수주 리스크에 대해 66.6%가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은
64%가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음.

그림 8. ASEAN 건설시장 참여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전체

(단위: %)

기업규모

자료: 저자 작성.

한국기업은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

- 한국 건설 진출기업들은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을 진출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했으므로 신남방정책과 AEC를 연계하는 노력에 한국 건
설 진출기업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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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역내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은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음.

- 한국기업들은 ASEAN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에 대해
인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단지 23%만이 인지한다고 대답하였음.
-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음.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그림 9 참고).

- 67%의 기업이 ASEAN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현지 경쟁기업 수도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ASEAN 인프라 건설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편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기업 단독으로는 현지 정부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진출국가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협상해야 함.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과 기업규모별로 상이하므로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 공종과 기업규모별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그림 10 참고).

그림 9.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의 애로사항
전체기업

(단위: %)

중소기업과 대기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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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주력 공종별 애로사항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한국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 공종에 따라 상이
하므로 기업규모와 주력 공종에 따른 유기적, 입체적,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그림 11, 그림
12 참고).

- 또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지수를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
한 지원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함.
그림 11.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의 요구사항
한국 정부 및 기관에 대한 요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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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기업 규모별 차이

그림 1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주력 공종별)의 요구사항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③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한국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 건설현장 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음.

- 전체 설문참여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
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음.
- 설문참여기업들은 진출 이후의 현지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하였으며 특별히 중소기업들은 현지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한국기업의 진출사례 및 교훈
①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한국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한국이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줌.

- 다만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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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건설사의 베트남 주요 고속도로 건설 사례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대기업답게 경험의 내부 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차별화된 강점이 되며,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경험의 내부 자산화 과정을 한국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3. 정책 제언
1) 진출기업 지원방안
① 기술역량 강화교육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도국 생산현장 기술지도사업(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하는 것을 제안함.

- ASEAN 시장 진출 건설기업은 현지 진출 이후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힌
바, 한국정부는 ASEAN 시장 진출 건설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SEAN 지역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은 그보다 더디게 향상되고 있어 한
국기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현지 기술인력 양성임.
◦특히 한국기업은 중간관리자층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한국정부는 현지 건설인력 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을 건설업으로 확
대하는 것을 제안함.

②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한국은 ASEAN이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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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주도로 ASEAN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
로 형성될 위험이 있음.
- 장기적 안목에서 표준 수립을 통한 접근이 결국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정부는 ASEAN 건설표준과 인증기반 수립에 기여해야 함.
ASEAN 회원국에 건설기술표준 수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먼저 한국의 건설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건설 기준 컨트롤타워인 ‘국가건설기준센터’를 2013년 8월 설치하고 2017년 12월
범부처 건설기준코드를 구축함으로써 건설 엔지니어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건설기준 기
반을 구축했으나 이 성과를 글로벌 전략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③ 현지화 지원체계 구축: 거국적 지원시스템, 해외 인프라 Feasibility Study 및 시장개척
경험의 공유체계 구축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해외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일본과 중국은 신흥국 인프라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나 기금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공적기금을 투입하고 있음.
- 그러므로 한국정부도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리스크가 큰 신흥국의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매몰비
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잘 구축된 민관협력체제를 바탕으로 JETRO와 민간기업 협회 간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잘 이루어내고 있으며 중국도 전 세계에 설립된 경제상무참사처를 포함한 상무부와 관련 부처의
해외도급 공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공적 자료 공유체계를 갖춤.
- 한국도 각국 공관, KOTRA 무역관, 해외건설협회와 유관기관이 수집하는 자료를 공유할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KOICA나 수출입은행 등이 실시하는 주요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기업이 공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경우 발굴사업을 수주하지 못했을 때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내부문건으로 사장되고 있음.
◦이를 공유한다면 정보축적을 통해 유사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진출기업의 오랜 ASEAN 진출경험이 정보로 축적된다면 한국 건설기업들이 활용할 정보의
양이 확대되고, 현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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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ㆍ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
기업규모별로 느끼는 애로사항이 상이하므로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식별하고 중소 건설기업에 대한 지
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진출할 때 수익성이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의 동반진출 지원을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선호하지 않았음.
- 따라서 대기업의 경영여건에 대한 의존도 발생, 대기업의 암묵적인 통제 등 동반진출의 문제점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작동할 수 있는 동반진출 체계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정보격차 완화와 보다 원활한 현지 정부 상대를 위해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 운영을 요청하였음.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소재 KOTRA 무역관에 건설 인프라 관련 전문가
를 확충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⑤ 정책자금규모 확대
금융조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정책자금규모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운용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점은 금융조달이었음.
-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ㆍASEAN 글로벌 인프라펀드 1억 달러 신규 조성, 한ㆍ
ASEAN 협력기금 1,400만 달러로 확대, 한ㆍ메콩기금 3배 확대 등을 발표하였음.
- 정책자금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과거 사례와 달리 조성된 펀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운용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5년 말 조성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는 사업 추천을 맡은 부처와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사간 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로 인해 집행실적이 매우 낮음.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 운영과 관련한 조정기구를 설립해 운영의 책임을 맡도록
할 수 있음.

⑥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체계(system) 구축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한국 대표 경제회랑 건설사업
을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함.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내부에 ASEAN 인프라 시장 공략을 담당할 체계를 갖추고 신남방정책
을 대표하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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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물적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수행 중인 사업 가운데 신남방
정책의 개념으로 엮을 수 있는 사업을 식별하고 이를 전략적 틀 안에서 묶는다면 일본이나 중국
이 제시한 경제회랑이나 일대일로와 구별되는 새로운 경제지도(map)의 제시가 가능할 것임.

2)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①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함.

-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음.
- 이에 한국기업이 ASEAN 건설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른 ASEAN 회원국 또는 인도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신남방정책의 정신에 부합하는 협력이 창출될 수 있음.
- 일례로 최근 들어 시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베트남을 활용하여 다른 ASEAN 회원
국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음.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ASEAN 역내 자본의 이동은 역외 자본의 이동보다 자유로워 베트
남 기업으로서 미얀마나 캄보디아 시장을 진출한다면 인허가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소국이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새로운 협력모델을 형성
할 수 있음.
◦미얀마의 인프라 시장은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한국기업이 싱가포르의 자본과 함께 미얀마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ASEAN 기업으로 미얀마에 진출하
게 되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덜할 것임.

② 인프라 건설기업 협력 풀 구축 및 ASEAN 인프라정책연구소(가칭) 설립
진출국 현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지에 진출한 건설 인프라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기업과 진출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
도록 기업협회에 대한 지원 및 우수 고급인력의 원활한 공급 등을 요구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만나 진출국 정부 및 한국 공관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현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함.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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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인프라정책연구소는 정부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
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
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③ 자발적 대ㆍ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 확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지원을 조금 더 높은 빈도로 요구하였음.
◦중소 건설사의 경우 대기업보다 현금흐름에 여유가 적으며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
워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협력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건설업계 최초로 H건설사가 도입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임.
◦H건설사의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
업에 해외공사 진출 및 참여에 대한 유인을 직접 부여했다는 의미가 있음.

- 중소기업 스스로 대기업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관계에 바
탕을 둔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한국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④ 수주지역 다변화 및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 마련
한국기업은 ASEAN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의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
- 건설 인프라 시장은 경기에 민감하므로 한 지역에 집중할 경우 리스크를 키울 수 있음.
- 따라서 시장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해야 함.
- 한국기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의 신규 시
장 개척 지원사업에서도 지역의 차이를 인정하는 접근이 반영되도록 기업들이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주의 변동계수를 산출한 결과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었음.
- 특정 공종에 수주가 집중될수록 국내기업간 간섭현상이 심해지고 경쟁 심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
로 한국기업은 공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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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기축통화 보유 여부에 따라 환율과 통화 정책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남.

- 미국, 일본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으
로 국내의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격경쟁력 제고를 꾀함.
- 반면 자국통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국가들은 수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
어도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움.
- 자국통화가 기축통화로 통용되지 못하는 신흥국은 환율의 움직임이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좌우
되기 때문
최근 들어 주요 기축통화국들의 경제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금
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환율과 통화정책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 연준(FED)은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선
언하고 이자율을 인상하기 시작
-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글로벌 자금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제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통화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
본 연구는 소국개방경제에 자국통화가 기축통화로 분류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혼재되어 있다
는 사실에 주목하고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과 환율의 관계를 살펴봄.

- 한국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하여 기존의 기축통화국을 중심으로한 연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국통화가 기축통화인지의 여부는 국내외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
으로 전망되기 때문이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님.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환율의 관계가 기축통화국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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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비기축통화국 환율의 통계적 특성 비교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환율의 변동성과 이자율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봄.

① 환율의 변동성 비교
[분석 방법] 환율위험 확대기간 동안 기축통화 보유 여부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비교

- 외환위기(1997년 6월~99년 5월, 24개월)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09년, 24개월)를 위험확대
기간으로 정의하고 안정기(2003~06년, 48개월)의 환율 변동과 비교
먼저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은 대체로 위험확대기간에 오히려 낮은 환율 변동성을 보임.
반면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은 외환위기 동안 2.14~6.78배 더 높은 변동성 시현
금융위기기간에 캐나다와 스위스는 여전히 안정기에 비해 낮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영국은 다소 높은 변동
성을 보이기도 하였음.
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들은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변동성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위기기간에 높은 변동
성을 보임.

표 1. 상대적 변동성
외환위기
 

금융위기
  m od



안정기
m od

m od

영국

0.03

0.27

0.21

1.96

0.11

캐나다

0.06

0.53

0.09

0.84

0.11

스위스

0.05

0.86

0.06

0.97

0.06

214.36

2.14

161.24

1.61

100.25

3,513.08

6.78

1,009.43

1.95

517.93

태국

5.30

2.92

1.24

0.68

1.81

말레이시아

0.45

6.76

0.16

2.37

0.07

한국
인도네시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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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은 환율의 움직임이 상이하여 국가별 환율 추이를 분석할
때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

② 이자율 평가 검정
[분석 방법]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자율 평가를 이용하여 기축통화 보유 여부에 따른 이론
성립 여부를 비교

- 7개국의 3개월 선물환율, 현물환율, 금리 3개월물과 미국의 3개월물 금리를 이용하여 자료가
가용한 시점부터 2018년 10월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무위험 이자율 차이를 계산
- 무위험 이자 평가조건이 성립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7개 국가에 대해 [식 1]에서 와 을
살펴봄.
               

[식 1]

영국, 캐나다, 스위스는 무위험 금리 차의 평균이 0에 가깝고 표준편차도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스위스는 무위험 이자율 차이의 평균이 음으로 나타남.
반면 한국을 비롯한 비기축통화국에서는 무위험 이자율 차이의 평균이 1.61~4.68 정도로 기축통화국보
다 크게 나타나 추가적인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양의 무위험 금리 차이)이 존재함을 확인
표준편차로 살펴본 변동성에서도 비기축통화국들의 무위험 금리 차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나 기축통화 보유
여부가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에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이자율 평가 검정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기축통화국에 가장 근접
한 영국의 계수가 0.52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2)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석 방법] 주요 기축통화국과 대표적인 소국개방경제들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SVAR 모형을 통해 분석

- 충격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국에서의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
- 내생변수로 콜금리(CR), 본원 통화(MB),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업생산(IP), 대미 환율(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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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RES) 등 6개의 변수를 고려
- 외생변수로 미국 연방기금금리(FFR: Federal Funds Rate), 미국 산업생산(USIP),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USCPI) 등 3개의 변수를 고려
- 국제통화 보유국으로는 6대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 또는 지역 중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를 고려하였고, 국제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는 아시아권 국가들인 한국, 태
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함.
- 각국이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도입한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

①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론의 예측과
많이 다르지 않게 나타남.

- 대부분의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리인상 충격은 환율을 유의하게 절상시키고 Dornbusch
(1976)의 예측과 같이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들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의 예측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이 절상되지 않고 절하되는 ‘환율 퍼즐’을 관측
- 필리핀에서는 환율의 반응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말레이시아는 환율 절상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예외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유의하게 나타나 선
진국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
통화정책 충격 후 환율의 반응이 아시아 비기축통화국에서의 이론에 덜 부합되는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통화 국제화 정도의 차이뿐 아니라 각국의 자본통제 정도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

-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에 비해 통화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통화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
엄이 클 수 있고, 통화정책 충격과 같이 경제환경이 변하는 경우 신뢰도의 변화로 리스크 프리미
엄도 변할 수 있어, 통화정책 충격 시 환율의 반응은 이론적인 예측과 달라질 가능성
- 또한 비기축통화의 경우 통화 국제화 정도가 낮고 자본통제 등으로 인해 기축통화보다 거래가
덜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통화정책 충격 시 환율의 반응도 이론적인 예측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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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화정책 충격 시 환율의 충격반응함수
영국

캐나다

스위스

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주: 가로축은 충격 후 경과기간(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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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② 통화정책 충격 시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
통화정책 충격 시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은 종종 유의하게 0과 다르다고 나타났는데, 축적된 리스크 프
리미엄의 반응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움.

③ 예측오차 분산 분해
통화정책 충격은 이들 국가에서 약 10~15% 정도의 환율 변동성을 설명
다만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 변동성을 설명하는 비중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움.

3)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 간 관계의 특징
[분석 방법]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 간 관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연구(event study)방법을 적용

- 활용한 모형은 주식시장의 위험조정모형(market-and-risk adjusted returns model) 중 시장
모형(market model)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이 추세를 벗어나는 초과수익을 발생시키는지
를 측정하는 방식의 모형
원화의 초과수익률(abnormal excess return):       

[식 2]

여기서 는 실현수익률,   는 기대수익률을 의미
- 시장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달러 인덱스와 신흥국 통화지수의 로그변화율을 이용하여 설정
 
)를 이용해 사건기간의 추정치(  )를 산출
하고 추정계수(

     ×     

[식 3]

여기서, 은 시장수익률

    
 
×   

[식 4]

- 이를 적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을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고 초과수익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의 여부를 t검정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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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연구를 위해 4개의 사건을 선정하였는데 3개의 사건은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한
국의 금리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구성하였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시기를
선정하여 향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표 2. 사건의 특성 및 분석기간
사건 1

사건 2

사건 3

사건 4

특징

미국 금리 동결
한국 금리 인상

미국 금리 동결
한국 금리 인상

미국 금리 동결
한국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상
한국 금리 인상

추정기간

2002. 2. 1 ~ 4. 30

2009. 4. 1 ~ 2010. 5. 30 2013. 7. 1 ~ 2014. 6. 30

사건기간

2002. 5. 1 ~ 10. 31

2010. 6. 1 ~ 2011. 7. 31

2014. 7. 1 ~ 11. 28

2005. 10. 1 ~ 2006. 5. 31

금리관계

한국 금리>미국 금리

한국 금리>미국 금리

한국 금리>미국 금리

한국 금리<미국 금리

2005. 2. 1 ~ 9. 30

자료: 저자 작성.

연구 결과 우리나라 환율은 신흥국 통화지수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더 유의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통화정책이 항상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환율을 변화시킨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사건연구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화하였
고 나머지 3개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부합하게 환율이 변화되는 양상
- 그러나 사건의 결과가 지속되는 시기가 길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건은 하나에 그치고 있
어서 이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최근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이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
도 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치는 한계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한국은 금리인상을 미국보다 더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이 사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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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달러 환율의 초과수익률
[달러 인덱스]

(단위: %p)

[신흥국 통화지수]

사건 1

사건 2

사건 3

사건 4

주: 세로 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추정기간, 우측은 사건기간임.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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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본 연구는 △ 원화 국제화 △ 내외
금리 차를 고려한 통화정책 △ 통화정책 운영방식의 확대를 제언

-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
- 지금과 같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원/
달러 환율에 대한 한국의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
- 이는 지속적인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화 강세의 한계적 영향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기대되었기 때문

① 원화의 국제화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예측이 제한적인 이유는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것에 있
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장의 투명성 제고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원화를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요

② 내외 금리 차를 고려한 통화정책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적 특성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 시 미국의 통화정책과 양국간 금리의 변동상황을
고려할 필요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보다 영향력이 커서 양국이 상치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③ 통화정책의 운영방식 확대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으나 명목금리만이 아니라 실질금리
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용수단의 개발이 필요
개방경제적 환경에서는 국내외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통화정책의 운용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
이 더욱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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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정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다양한 간접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
환율을 비롯하여 여타 거시경제지표들도 금융안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중앙은행의 역할
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수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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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채택을 통해
탄소 배출을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파리협정은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에 한정되었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개도
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adaptation)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을 국가결정기여(NDC)를 통해 실현하기로 한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는 기본적인 개발이슈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행동(목표 13) △저
렴하고 청정한 에너지(목표 7) △복원력 있는 인프라(목표 9) △지속가능한 도시(목표 11) △깨
끗한 물과 위생(목표 6) 등의 기후변화 관련 과제가 포함되었음.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로의 전환에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투자방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90조 달러가 필요하며, 이 중 2/3의 투자
수요는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는 재원과 투자 경험이 많은 선진공여국 및 주요 다자개발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차원의 인프라 투자 대응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음.

- 기후인프라(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에 관한 국제사회의 연구와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기후인
프라 투자의 재원 조성 및 금융 지원을 유형화하여 분석함.
- 주요 기후인프라의 분야별 투자 사례 및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 기후인
프라 투자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함.
-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기후인프라를 유형화하고, 기후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다자 및 양자,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최근 개도국에서 진행된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와 위험요인을 정리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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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① 기후인프라 개요
본 연구에서 명시하는 ‘기후인프라’는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인프라를 의
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차원을 모두 포함함.

- 저탄소 인프라는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재를 활용한 인프라일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소,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건물 등 그 자체가 저탄소 경제에 기여하
는 인프라를 의미함.
-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교적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저탄소 인프라의 기준과 비교하여 기후탄력적
인프라의 기준은 보다 질적이고 설명적이며 기후변화의 적응 측면과 연계됨.
-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와 같은 표현 외에도 ‘지속가능한 인프라’ 또는 ‘기후스마트 투자’ 등
의 개념을 통해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기후인프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
일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포용적 개발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인프라와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나 기후변화를 주류화한 인프라 투자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인프라의 수명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인프라의 위치, 유형, 설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거나 앞당길 수 있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 인프라는 길게는 100년 이상의 긴 수명주기를 가지므로 해수면 상승,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등 장기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해야 함.
-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를 신규 건설하거나 기존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손실을 방지 및 경감하고 인프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음.
기후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정부 또는 기업에 과도한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며 건설 및 금융 분야
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

- OECD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시나리오의 증분원가는 상당한 규모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충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며, 연료절감을 통해 상당 부분 상쇄가 가능함.
- 기업은 기후변화를 비용 또는 장애요인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기후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분야를 발굴하여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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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함.

- 실제로 IPCC 등은 기후변화가 극빈층 또는 취약계층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개도국은 전력, 수송, 물과 위생 등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점에서도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함.

②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전망
G20의 Global Infrastructure Hub에 따르면 전 세계 인프라1) 투자는 2007년 1조 8,000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3,000억 달러로 늘어났고, 전력과 수송(도로, 철도, 항구, 공항의 합계) 부문이 전체 투자액
의 각각 35%와 45%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성장하였고 유럽은 정부의 제한적인 재정
문제 등에 기인하여 인프라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임.
- 선진국과 신흥시장은 기존 인프라의 재건과 유지, 신규 도로 및 철도 등 수송 분야에 집중한
반면, 저소득 개도국은 개발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함.
인프라 투자 전망은 수요를 예측하는 기관이나 연구에 따라 포함대상, 데이터의 출처, 수요예측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망치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서 대부분의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OECD, World Bank, McKinsey 등에서 발표한 에너지, 수송, 물과 위생, 통신 등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향후 투자 전망치(2015~30년)는 14조 1,000억~96조 1,000억 달러로 다양하게
나타남.
- 전 세계 인프라 수요의 상당 부분이 신흥지역, 중소득 및 저소득 개도국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신규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는 반면,
선진국은 노후된 기존의 인프라 보수 또는 교체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다수의 연구가 인프라 투자 전망에서 기후변화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은 반면, IFC는 21개 신흥
국2)의 국가기후변화 공약 및 정책3)을 분석하여 2016~30년 약 23조 달러의 기후스마트한 인프라 투자
가 예상된다고 전망함.

1) G20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현황 및 전망 분석은 5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교량 포함), 철도, 공항, 항구, 전력, 물, 통신 등
7개 분야를 포함함.
2) IFC가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2%,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8%에 해당.
3) 해당 보고서는 UNFCCC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당사국이 취할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 배양,
투명성 등에 관한 자발적 노력에 관한 목표)와 분야별 정책(예: 국가수송계획 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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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는 건물(16조 달러), 수송(3조 7,000억 달러), 재생에너지(1조 8,000억 달러) 순으로
투자 잠재력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동아시아(16조 달러), 남미(2조 6,000억 달러), 남아시아
(2조 2,00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2)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① 다자 지원
[다자개발은행] 분석기간(2012~17년) 6대 다자개발은행4)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약 220
억 5,100만 달러로, 특히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음.5)

- 최근(2011~17년) 6대 다자개발은행은 연평균 276억 8,100만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제공하
였으며, 민간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투자를 어느 수준으로 독려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후 관련 협조융자(CCF: Climate Co-Financing)를 집계 중임.
- 특히 분야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분석기간(2012~17년) 동안 조성된 기후인프라 재원(연평균
약 220억 5,100만 달러)은 기후재원 총액의 80%에 육박하는 규모로 분야별 비중은 에너지(재
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57.7%, 수송 25.2%, 수자원 10.3%, 기타 6.8% 등의 순임.
[다자기후기금] 2018년 4월 기준 전 세계 19개의 다자기후기금6)이 2003년 이후 약정(pledged)한 누
적 금액은 약 295억 1,236만 달러로 주로 민간 투자자가 기피하는 영역에 재원을 제공하고 타 공공 금융
기관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중임.7)

- 위의 다자기후기금이 2003년 이후 약정한 누적 금액(약 295억 1,236만 달러) 중 약 56%가
승인(approved)되었고, 승인된 금액의 1/3 이상이 집행(disbursed)된 상태로 해당 승인액은
기후변화 취약국이 다수 위치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23%) 및 아시아ㆍ태평양(27%) 지역, 라틴
아메리카ㆍ카리브해(22%)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들을 위해 사용 중임.
- 실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개도국으로 유입된 다자기후기금 규모는 연평균 22억 달러에 불
과하나 민간 투자자가 기피하는 영역에 재원을 제공하고, 타 공공 금융기관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8)

4)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미주개발
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
5) ADB 외(2013~18년), “Joint Report 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limate Finan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4. 26, 2018. 9. 4).
6) 총 19개의 다자(multilateral) 및 국내/지역의 복수 후원자(national/regional multi donor)가 조성한 기후기금을 통칭.
7) Climate Fund Update 데이터베이스, https://climatefundsupdate.org/data-dashboard/(검색일: 2018. 4. 26).
8) UNFCCC SCF(2016), “UNFCC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2016 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Flows Report,” p. 8, 재인용: WRI(2017), “The Future of the Funds: Exploring the Architecture of Multilateral
Climate Finance,”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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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6대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선진국의 공여만으로는 부족한 기후재원 수요를 보완하며,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나 조직을 운영 중임.

- 본 연구는 6대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 중 우리나라와의 협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요 기관인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및 기후투자기금
(CIF)을 선정하여 분석함.
-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자 기관 또는 산하 조직으로는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DB의 민간사업국(PSOD: Private Sector Operations Department),
GCF의 민간부문기구(PSF: Private Sector Facility), CIF의 DPSP(Dedicated Private Sector
Programs) 및 PSSA(Private Sector Set Asides) 등이 있음.
앞으로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등은 기후재원 규모를 확대할 계
획이나 해당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단계부터 제안된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WBG는 2020년까지 기후재원 비중을 전체 그룹 포트폴리오의 28%로 확대할 것이며, ADB는
2015년 다자개발은행 중 처음으로 2020년까지 기후재원을 당시의 약 2배 규모(60억 달러)로
증대할 것임을 밝혔음.
- 기후변화 관련 특화 기금인 GCF 또한 2018년 10월 개최된 제21차 이사회에서 추가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논의를 개최할 것임을 결정한 바 있음.
- 다만 다자기구가 주도하거나 투자하는 기후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별 선정
조건은 물론 세이프가드, 젠더, 반부패 등 국제사회의 공통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어야 함.

② 양자 지원
최근 5년간(2012~1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9) 회원국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 기후인프라 관련 지원규모는 연평균 135억 5,100만 달러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10)

- DAC 회원국(30개국)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247억 3,800만 달러)은 전체 ODA 지원의
19.1% 수준으로 국가별로는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음.

9)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0)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4). 참고로 최근 5년(2012~16년)
동안 CRS에 세부 사업활동에 대해 보고된 총 49만 8,103건을 활용하고, 각각의 사업에서 기후변화를 주된 목적 또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보고한 사업을 토대로 기후인프라의 양자 지원부문을 분석하였음. 자료 분석은 2016년 미국 달러화 불변가격(constant
price) 기준으로 EU를 포함한 30개 DAC 회원국의 약정액(commitment)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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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사업의 주목적이나 부목적으로 표기한 사업들을 살펴보
면 상위 3개국(일본, 독일, 프랑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함.
- 분야별로는 일본의 경우 수송 및 저장 에너지, 수자원 분야, 독일은 에너지 분야, 프랑스는 에너
지와 수송 및 저장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고, 인도 등 특정 개도국 대상 사업에 집중됨.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억 400만 달러, 기후인프라 관련 지원규모는
연평균 1억 2,700만 달러에 불과하여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의 지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함을 확인함.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규모(연평균 2억 400만 달러)는 전체 30개 DAC 회원국 중 15
위 수준이나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다른 선
진 공여국의 평균 지원수준(13.5%)을 하회함.
- 인프라 부문 양자 지원(8억 6,500만 달러) 중 ‘기후변화’를 사업의 목적에 고려한 지원규모도
1억 2,700만 달러(14.6%)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DAC 회원국의 기후인프라 지원규모의
0.93%임.
- 분야별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에너지 부문 지원사업은 1,200만 달러, 적응 부문에서는
수자원 지원규모가 전체 기후 관련 사업의 절반을 상회함.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양자 지원규모가 상당한 부문(도로 및 철도 수송, 수자원 공급 및 위생 등)에서
기후 지원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에 비해 우리의 지원이 부족한 분야(전력 송배전,
재생에너지 발전 등)를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할 것임.

③ 민간
[민간 기후재원] Climate Policy Initiative의 글로벌 기후재원 보고서(2017)에 따르면 2015~16년 공
공재원이 전체 기후재원의 34%(연 1,39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민간재원은 연평균 2,700억 달러가
조성되어 전체 기후재원의 66%를 차지함.

- 민간재원의 절반 가량은 사업 개발사로부터 조성되며 기업과 가계는 10~1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민간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분야는 재원규모 추적 또는 추정이 가능한 반면, 수송, 토지
사용, 적응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완전한 재원 규모를 확인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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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인프라 투자에 자본시장이 개입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집중되는 금융조달에 대한 부담을 분산
할 수 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기관투자자(연기금, 보험사, 투자기
금 등)의 운용자산은 빠르게 증가함.

- 그러나 2015~16년 조성된 2,700억 달러의 민간 기후재원 가운데 사업개발자(developers)가
1,250억 달러로 가장 많이 기여한 반면, 기관투자자의 재원은 10억 달러 수준에 그쳐 아직까지
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제한적임.
[민관협력] World Bank의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자료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
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나 2016년 680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17년 930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임.

- 2017년 에너지와 수송분야는 각각 전체 PPI 투자의 56%, 39% 비중을 차지함.
- 2017년 기준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가 490억 달러까지 증가, 전체 투자
의 53%를 차지함.
- World Bank는 최근 다양한 인프라 사업 중 재생에너지와 기후친화적 수송을 저탄소 인프라
분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PPI 투자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2002~17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인
프라 사업은 총투자의 56%, 저탄소 분야는 44%를 차지하였음.
ㅇ 2012년 처음으로 저탄소 인프라 분야에 대한 PPI 투자가 기존 인프라 투자액을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

민간 차원에서 기후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활동이나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
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최근 민간에서는 투자결정에 있어 기업의 재무나 경영 상태뿐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 또는 ESG
정보, 즉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003년 금융업계는 환경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자발적 협약인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을 채택함.
-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요청으로 2015년 12월 업계 주도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
융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를 발족하였고, TCFD는 2017년 6월 기업이 공개하는 재무 정보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함.
- 2015년 UNFCCC 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민간 주도의 ‘글로벌 적응과 기후탄력적 투
자에 관한 작업반(GARI, Global Adaptation & Resilience Investment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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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범하여 적응에 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험평가방법론,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녹색채권(Green Bond)’은 기후재원 분야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금융수단으
로, 일반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사용되는 차입수단을 지칭함.

- 2017년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약 1,613억 달러로 전년대비 84.5% 증가하며 빠른 성장
세를 기록하였으며, 3대 발행국은 미국, 중국 및 프랑스로 이들의 비중이 56%를 차지하며 해당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투자 분야별로는 에너지(33.2%)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빌딩(29.1%), 수송(15.3%), 수자원
관리(12.8%) 등을 위해 활용됨.
- 현재 녹색채권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에 불과하나 그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후인프라 투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3) 기후인프라 투자의 특징과 장애요인
①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의 투자 특징
[에너지] 시장 기회 측면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Off-Grid 태양광 발전 분야가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국제사회의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화를 비롯하여 수자원 및 수송 등 여타 분야와 연계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함.

- GCF 지원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의 비중이 크나, 수력발전과 연결
도로 인프라 사업이 연계된 솔로몬 제도 ‘티나강 수력발전 프로젝트’(2017) 등 복합적인 프로젝
트 또한 다수 추진되고 있음.
- CIF 지원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 외에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브라질 ‘에너지 효율화 도
시 프로젝트’(2018)), 정책 및 제도 구축 지원, 기술지원 프로젝트 또한 다수 추진되고 있음.
- World Bank 지원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의 비중이 크나 ‘톈진 에
코시티 프로젝트’(2010) 등 스마트시티 분야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 ADB 지원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기술지원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나, 태풍 피해복구사업인 ‘사이클론 지타 재건 프로젝트’(2018) 등 자연재해 복구사례 또한 다
수를 차지하고 있음.
[수송] 시장 기회 측면에서 전기차, BRT(Bus Rapid System), 경전철(Light Rail Transit) 등이 주목받
고 있으나, 실제 국제사회의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는 도시운송계획 및 도시계획 개선의 일환으로 수송
인프라가 연계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113

- GCF 지원사업의 경우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 BRT 프로젝트’(2018), 나우루 ‘기후탄력적 항구
개발 프로젝트’(2017) 외에 저탄소 도시개발 및 해안지역 기후변화 대응시설 정비사업의 한 분
야로 수송 인프라가 연계 추진되고 있음.
- CIF 지원사업의 경우 필리핀의 ‘마닐라 BRT’(2016) 프로젝트와 같은 지하철, 급행버스 시스템
등 도심 수송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안도로 등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또한 다수가 추진되고 있음.
- World Bank 지원사업 중에서는 타지키스탄의 ‘자연재해 대비 취약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2017)와 같은 재해 대비ㆍ복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또한 주목해볼 수 있음.
- ADB 지원사업의 경우 철도 인프라 관련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나, 바누아투의 ‘사이클론 팜 도
로복구 프로젝트’(2016)와 같이 태풍 피해복구 프로젝트 또한 다수 추진되고 있음.
[수자원] 시장 기회 측면에서 설비 및 기술 공급 분야, 하수관리 및 수자원 재활용, 수자원 효율화 분야
등이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국제사회 지원 프로젝트의 경우 수자원 관리 인프라와 함께 해안 및 강변
지역 기후탄력적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GCF 지원사업의 경우 그레나다의 ‘수자원 분야 기후탄력성 제고’(2018)와 같은 수자원 공급ㆍ
관리 사례와 함께 이집트 ‘북부해안 및 나일강 유역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프로젝트’(2017)와
같은 해변ㆍ강변 유역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음.
- CIF 지원사업의 경우도 볼리비아의 ‘다목적 용수 및 관개 프로그램’(2015) 등 수자원 공급 인프
라 관련 프로젝트와 캄보디아 ‘홍수 및 가뭄 관리체계 개선’(2012) 등 홍수 대비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함.
- World Bank 지원사업의 경우도 베트남의 ‘메콩강 삼각주 통합적 기후탄력성 제고 프로젝트’
(2018) 등 수변지역 기후 대응 프로젝트와 함께 도시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프로젝트 또한 다수
추진되고 있음.
- ADB 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인프라 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한편, 캄보디아의 ‘제2차
광역 메콩지역 도시개발 프로젝트’(2015) 등 홍수 대비 인프라 프로젝트 사례 또한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

②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우리나라 정부는 일반 인프라 및 기후인프라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나 기후
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 전담/전문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편중된 지원제도, 전문인력 부족 등
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기후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 부문은 정부 부처와 기관(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
시개발지원공사(KIND),11)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해외 인프라 관련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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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컨설팅 지원 외에도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해양, 교통 등에 특화된 제도들을 활용 할 수 있음.
- 그러나 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 전담/전문 플랫폼의 부재, 상대적으
로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제도(또는 다양한 기후인프라 사업 발굴 미흡), EPC 외 분야에 대
한 전문인력 육성(특히 기후변화ㆍ환경사회적 영향평가) 등은 개선이 필요할 것임.
최근 10년간(2007~16년)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총 138건으로 약 12조 3,764억 원
(115억 달러 상당)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기후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사례 중 하나
로 ‘파키스탄 Gulpur 수력발전 사업’을 검토하였음.12)

- 에너지원별 진출규모(MW)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3:7 정도였으며,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36%)이 최대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주로 아시아(42%)를 중심으로 북미(28%), 유럽(16%) 등지에서 활약 중임.
- ‘파키스탄 Gulpur 수력발전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함으로
써 각자가 특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현지의 정치적 위험 등을 보완하는 보증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민간기업이 투자자로서도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사례임.
기후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담당자와의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13)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 조
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 개발 및 관리 역량 부족임..

-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우리나라 업계는 기후인프라 사업의 상업적 성격과 기회
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이해를 보였으나,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자금 조달의 어려움] 장기간 대규모의 재원을 요구하는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기후인프라 프로
젝트 또한 자금 조달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후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금융, 세제 등) 부족’을 지적함.
-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조사 결과 국내외적으로 기후인프라 사업실적(track records)이 부족하
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작은 내수시장 규모, 일부 미성숙한 정책 및 제도 등이 언급됨.
- [사업 개발 및 관리 역량 부족] 최근 우리나라는 수주보다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개발
하여 추진하는 개발형 사업을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자체 역량과 현지에서
ESG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11)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12) 한국신ㆍ재생에너지협회(2017),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현황 정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5), pp. 1~3.
13) 정책금융기관, 재생에너지 관련 공기업 및 민간기업, 국제기구, E&S 자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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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현재 국내의 기후 인프라에 대한 지원제도는 대체로 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 대한 자금 지원 혹은
컨설팅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다수의 기관에서 분절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수요에 종합적
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더불어 민간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후 인프라의 투자에 적합한 재원
을 국내의 한정된 기금과 금융기관에 의존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민간의 해외 기후 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 지원 등 사업 전반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해당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ㅇ 국내 여러 지원기관에 분산된 사업정보를 기업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할
수 있음.
ㅇ 민간 기업은 국내외 지원기관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지원받고, 다자개발금융의 사업 참여를 위한 절
차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둘째, 민간의 다자기구 프로젝트 참여 지원 및 이행기구와의 사업 발굴 모색, 국내의 각종 지원
기금 활용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플랫폼으로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 셋째, 해당 지원체계를 통해 민간 단독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
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

2) 민간 지원방안
기후인프라 사업은 기회와 위험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나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가 전제된다면 우리
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정부가 민간부문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내 정책금융 및 다자금융 기관에의 접근성 향상]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이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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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다자개발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가 기후인프라 사업개발과정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투자함
으로써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기관) 또한 이러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국제사회가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관이
나 기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새로운 금융수단 및 전문 금융기관 도입]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나 민간 금융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특화된 새로운 금융수단(녹색채권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정책금융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녹색채권 등 기후변화 관련 금융수단을 통해 새로운 유형
의 투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린뱅크
와 같이 기후에 특화된 전문 금융기관을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사업모델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기업(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함.

- 민관 합동으로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거나 현지에서 사업 경험이나 실적이 풍부한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ㆍ개발한 후 다자 및 양자 기구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Asia Clean Energy Forum’과 같은 국제행사나 개도국 공무원 초청과
정, 공공기관 간 인력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거나 다자기구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능력배양(readiness)사업 등에 동참하는 방식으로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음.
[내수시장 활성화 및 기존 지원체계 정비]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
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육성 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후인프라 분야별로 행정 및 법적 공백이나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내수시장에서의 사업기회를 넓혀가야 하며, 기업 규모별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3)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 특성 및 기술변화,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117

첫째는 스마트시티 혹은 에코시티로 대변되는 도시 인프라 개발 분야임.

- 최근 ADB 지원사업 ‘칭다오 저탄소 스마트 지구 프로젝트’(2015) 등의 사례와 같이 기후탄력적
도시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점차 첨단 ICT 기술을 아우르는 ‘스마트에코시티’ 개념으로 발전하
고 있음.
- 한편 중국, 인도 등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공식화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
의 하나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제시하는 등 국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음.
- 또한 스마트ㆍ에코 시티를 포함한 도시 인프라 개발 분야의 경우 우리의 ICT 기술 및 과거 도시
개발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됨.
둘째는 Off-grid 혹은 Mini-grid로 분류되는 비계통 태양광 발전 인프라 분야임.

- 대규모 태양광 발전분야는 중국 등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나, 비계통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규모가 작고 ODA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례가 적지 않아 향후에도 일정
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시장의
기회요인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더불어 중소ㆍ중견 업체들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기후인프라 산업 경쟁력의 균형적 발
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야로 판단됨.
셋째는 재해 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기후인프라 분야임.

- 폴란드 ‘오드라ㆍ비스와강 홍수관리 프로젝트’(2015), 통가 ‘사이클론 지타 재건 프로젝
트’(2018) 등 기존의 수송ㆍ수자원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 중 다수가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재해 복구 부분에 집중되어있음.
- 무엇보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바,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로의 진출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넷째는 기후탄력적 농업과 수자원 관리 연계 프로젝트 분야임.

- 국제사회의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타지키스탄의 ‘산악지역 기후탄력성 개선 프로젝트’
(2018)와 같이 농업분야와 연계된 프로젝트 또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함.
- 더불어 개도국의 경우 농업분야가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수자원
공급 인프라 조성 및 관리뿐 아니라 취약지역의 식량안보 개선 및 농업분야의 기후탄력성 제고
를 연계한 지원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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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는 기후인프라 전반 혹은 개별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사업 분야임.

- 대부분의 기후인프라 프로젝트는 역량 강화 사업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측
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정책 및 제도, 금융환경 등 폭넓은 분야를 포괄함.
- 특히 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 한국의 과거 고도성장을 통한 경험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제안 및 운영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 가능함.

4)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우리 기업이 해외 기후인프라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
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 기
후변화를 주류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금융기관, 개발협력기구, 민간 등에서 기후변화 정보 공개나 기업활동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어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

- GCF의 국내 유일 이행기구인 KDB 산업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E&S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PF 환경ㆍ사회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였음.
- KOICA는 2012년 ‘KOICA 환경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직, 제도, 사업절차 차원에서
환경 주류화의 개념을 구체화하였고, EDCF는 「2018~20년 중기운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지원분야로 지정하여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친환경 수송 등의 사업분야에 대한 금리
우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향후 민간이 자발적으로 또는 국제지침을 반영한 정부의 권고안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와 금융부
문에서 기업경영, 투자결정,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함.

- 정부는 단순한 또는 단편적인 자금 지원이나 자문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의 기후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을 설계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기관이나 개발협력기관에서도 해외 기후인프라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기후금융 또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개발재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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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 중

- 가계 소득 증대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이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져
다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고, 그 첫 단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과 관련하여, 유럽 및 미국의 사례로부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국가들은 핵심생계비 지원,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최저임금 등
의 분야에서 현 정부의 지향점에 가까운 수준에 있음.
- 미국 또한 여러 경제위기 시 이 분야들에서 정책대응을 실시한 바 있음.
본 연구는 유럽 및 미국의 사례를 통해,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

- 소득주도 성장 전략 자체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비교적 활발한 데 반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음.
- 국내에 알려진 바가 적은 핵심생계비 경감 및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한국과 비교하고, 특징적인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는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분석 실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임차가구 비중이 최상위권인 반면 주거비 지원액 수준은 중
하위에 불과하고, 경제규모 대비 가장 활발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지역
별 현실을 밀접하게 반영

122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국은 임차가구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중 및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
액 비중은 중하위 수준

- 2017년 한국의 임차가구 비중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최상위 수준
- 반면에 한국 임차가구의 평균 주택임대료(전세의 월세 환산액 포함)는 가처분소득의 22% 수준
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 중하위 수준이고,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도 0.1% 미만으로
중하위 수준

그림 1. 유럽, 미국,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주택임대료 지원액 수준 비교

자료: 본 보고서의 [그림 2-2] 및 [그림 2-3] 참고.

분석대상 국가 중 경제규모 대비 가장 활발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은 지원 규모 및 수급가
구 비중에서 독보적이고 제도 운영도 매우 세밀함.

- 2015년 영국의 주택임대료 지원액은 GDP 대비 1.35%로 분석대상 국가 중 독보적인데, 주거급
여를 통해 400만~500만 가구(많을 때는 전체 가구의 19%)를 지원하고 있고, 평균 주(週)급여액
도 100파운드에 이름.
-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 시 총 152개로 지역을 구분하여(한국은 4개) 지역의 주택임
대료 현실을 주거급여액에 밀접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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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고,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큰 스웨덴의 경우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도 비교
적 고르게 분포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

- 2017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은 72명으로,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
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음.
- 공공ㆍ사회 서비스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령분포 및 소득수준을 통제하더라도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하위권

그림 2. 유럽, 미국,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 비교

자료: 본 보고서의 [그림 3-4] 참고.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스웨덴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은 규모가 현저하게 작을 뿐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심함.

- 2015년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은 한국보다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는 약 2배, 조산
사는 약 5배 많음.
- 또한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당 의료인력 수도
높은 데 반해 스웨덴은 인구당 의료인력 수와 인구밀도 간 상관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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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본 보고서는 국가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고용, 기업 이윤,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
OECD 회원국들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연령별 및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소
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

- OECD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로 구축한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자료 이용
-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추정

표 1. 최저임금 효과 추정 모형
피설명변수
연령별 고용률

표본 크기

실증분석 모형


ln    ln    ln           










국가 수

관측치 수

26

730~746

산업별 고용률

ln    ln    ln           

19~21

179~243

산업별 이윤율

ln    ln    ln            

21~22

207~218

24

379

소득불평등도



ln    ln    ln           

추정 결과 ①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고용률 및 이윤율에 미친 영향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② 연령
대별로는 15~24세 및 65세 이상의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반면 ③ 소득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3. 정책 제언
1) 핵심생계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 확대 및 급여액 현실화가 필요하고, 지역별 주택
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더 잘 반영하여 지역 간 주거복지 형평성을 높일 필요
한국의 2017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6%에 불과하고 주거급여액 기준도 월 13만
6,000~37만 8,000원에 불과하여, 한국보다 1인당 GDP가 10% 정도밖에 높지 않은 영국 및 프랑스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보다도 수급 대상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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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 시 총 152개로 지역을 구분하는 데 비해 한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할
뿐이어서 지역별 임대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주거비 지원 확대가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
택의 공급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

2) 인구 및 소득수준 대비 너무 낮은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설계 및 집행에 지방정부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공
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정책은 타당성이 있고,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
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

-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음.
- 특히 한국은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에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공ㆍ사회 서비스 수요를 더 잘
반영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필요

-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방정부에 일임한 미국의
사례처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 지역의 공공ㆍ사회 서비스 수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공ㆍ사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얻는 경험을 토대로 운영 방식을 개
선할 수도 있을 것임.

3)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보완책 설계 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ㆍ근로자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유
념해야 하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
본 보고서의 이차항 모형 추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
중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음.

-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15~24세 및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연령대에 대한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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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본 보고서는 정책에 수반될 재정 부담은 고려하지 않았고, 분야별로 국제비교를 했을 뿐
관련 분야 전체 또는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균형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국가 단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주거비 지원 확대,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등에는 상당한 재정부담 및 그에 따른 조세부담이 수반될
것이므로, 정책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위해서는 조세ㆍ재정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 필요

국가 단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특정 국가 내 세부 단위의 월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할 때는 본 보고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세부 단위 및 세부 관측빈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함께 참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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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조~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임.

- ODA를 비롯한 공적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 예산 제
약으로 인해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재원을 개발협력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됨.
국제사회는 정부의 예산에 기초한 공적개발재원인 ODA만으로는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
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음.

-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ㆍ국제, 민간ㆍ공공 행위자들
의 참여를 촉구
-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
한 총공적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도입을 결정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개발금융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공적개발재원 흐름에 대해 통계 및 수원국의 대응 동향
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쟁점을 정리함.
- 공적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봄.
-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입장에서 개발재원 동원과 관련된 이슈를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
심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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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
OECD DAC이 회원국의 개발재원 동원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수단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논의 배경, 개념 및
측정과 관련된 쟁점을 분석함.

- TOSSD는 공적개발재원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재원을 포함하며,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임.
- 민간재원은 개도국의 투자촉진,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 요소이나, 개도국으로 유입
되는 규모는 제한적임.
- 이를 위해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화두임.
- TOSSD는 레버리징 수단으로서의 공적개발재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2017년 DAC 고위급회의(HLM)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의 효과적인 확대 방안으로서 민간재
원과 공적재원을 연계한 혼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혼합금융 5대 원칙을 발표하였음.

- 공여국들은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을 설립하고, DFI를 통하
여 혼합금융 방식을 활용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혼합금융은 SDGs 달성을 위해 상업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ㆍ환경적 위험완화 노력을 통해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른 혼합금융의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며, ODA 등 양허성 자금의 역할
과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OECD DAC 통계상에서 공적개발재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와 기타 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을 중심으로 DAC 회원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재원 지원 흐름을 분석함.

- 증여(grants),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 출자(equity investment)로 구성된 ODA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
-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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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F는 ODA에 비해서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지원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함.
중점지원분야에서도 ODA와 OOF는 다른 특성을 보임.

- ODA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는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함.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해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함.

-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국가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
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OOF에 대한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임.
- 이러한 결과는 OOF 공여 결정시 수원국 국가 차원의 특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비양허적 성격의 OOF가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설명됨.

3) 수원국 사례조사: 필리핀ㆍ세네갈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
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대한 수원국의 입장을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의 사례를
통해 분석

-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 및 OOF 사업 사례 조사
-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 및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
-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개발재원 유형의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
국가별 발전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
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의 규모 및 비중은 감소하고 민간재원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민관협력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하나, 사업의 성과
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을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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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
로 인해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신흥 공여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재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재원인 ODA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임.

3. 정책 제언
1)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국제혼합금융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되기 쉬운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ㆍ법적 전문
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
- 혼합금융 활용수단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 역시 필수적임.

2)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ODA, OOF 및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하여 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함.

- 각 국가별 경제발전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함.
중소득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ODA보다는 양허성이 낮은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
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다만,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ODA는 조세
정책 및 제도 개혁과 같이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 또는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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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ㆍ제도적 역량 강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

3)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계획 반영
현재 CPS는 사업의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는바, 3기 CPS 수립을 위한 수정ㆍ보완 작업 시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
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 양상 변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 이외의 비양허성 자금 및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 연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4)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개발재원이나 혼합금융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ㆍ사후적 위험관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발협력사업에 민간재원을 포함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

-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수원국 시스템 활용이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이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 원칙 등 ODA 사업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수렴을 위한 참
여 메커니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사업실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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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은 중동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임.

- 중동 국가들은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IT,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산유국의 경우 대규모 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석유ㆍ가스 부문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과 같
은 업종은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민간 부문을 확대
하는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임.
- 따라서 중동 각국의 정부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함.

-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임.
- 2017년 7월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모두의 공통된 정책과제로서 양국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여전히 효과적인 진출전략이지만, 중소기업 주도의 진출전략
도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중동 국가들은 한국 제품의 단순 수출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술이전과 자본이 결합된 투자진
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중동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법인 설립이나 M&A 등 전략적 제휴
를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연구해볼 수 있음.
본 연구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
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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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
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 배경 및 특징과 경영환경 분석
① 중소기업 육성 배경
중동 산유국들은 천연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산유국들은 GDP 중 석유 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석유 및 가스가 재정수입 및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산유국들은 불안정한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비석유
부문을 발전시키고 민간 부문을 육성하고자 함.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이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동 산유국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높은 실업률이 주요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과 여성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은 공공 부문에 자국민을 대규모로 고용해왔음.
-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공공 부문 고용 확충을 통해 자국민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에 달하면서 민간 부문, 특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게
되었음.
4차 산업혁명의 촉발이 산업구조, 직업, 생활방식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도 지식 기반 경제성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천연자원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려는 GCC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산유국들도 경제개발계획이나
산업 정책 등을 통해 지식 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함.
-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역량, 고용 창출 가능성은 중동 국가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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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육성은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국이 발표한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문으
로, 특히 다수 국가의 개발계획에서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②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각국 중소기업의 정의가 다르고 경제 규모 및 구조, 발전 정도, 중소기업 현황도 상이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황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주로 직원 수, 매출액 규모, 자산 규모 등이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초소형기업(Micro enterprise), 소기업(Small enterprise), 중기업(Medium enterprise)
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초소형기업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직원 수 5~10명 미만인 기업이 포함됨.
-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튀니지의 소기업 최대 직원 수는 19~100명, 중기업 직원 수는
49~250명으로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중소기업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GDP 성장, 민간 부문 고용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중동지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국가별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이집트가 80%, UAE가 60%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바레인이 28%, 사우디아라비아가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고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CC 국가 중에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70%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수는 2017년 기준 약 9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원 수
5명 이하의 초소형기업이 88.0%를 차지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업체가 45만 2,932개로 전체 기업 중 47.7%를 차지함.
- 특히 초소형기업과 소기업에서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비중이 각각 50.0%, 32.0%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기업에서는 제조업이 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소기업
고용 중 외국인 비중이 78.6%로 자국민보다는 외국인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짐.
UAE는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 구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두바이는 201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부다비도 전
체 기업의 약 95%(2013년 기준)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초소형기업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각각 72%,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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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바이가 42%에 달했으며, 아부다비는 24%로 두바
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집트는 2017년 기준으로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이집트 전체 기업의 약 91%를 차지함.

- 2014년 발표된 국제금융공사(IFC)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종별 구성에서 제조업이 51%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집트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산유국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더 잘 갖추고 있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음.
- 그러나 이집트에서 대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87%, 고용의 53%를 담당하는 등 제조업 부문
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지배적이었음.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한 중동 국가들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다양한 지
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2010년대 이후 스타트업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중동지역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 관련 조사에 따르면 투자 건수는
최근 5년간(2013~17년) 지속적으로 증가함.
- 투자 규모는 2015년 2억 6,800만 달러에서 2016년 9억 3,1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한 이후
2017년에 6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함.
- 국가별로 살펴보면 UAE가 투자 규모와 건수 모두 가장 높았으며, 지역 내 스타트업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헬스테크(healthtech), 바이오테크(biotech), 오토테크(autotech) 등 고도의 기술
중심 산업에 세계 스타트업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가 중동지역에도 반영되고 있음.

③ 중소기업 경영환경
중동지역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환경은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됨.

-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동지역 중소기업 중 약 63%가 금융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총자금조달 격차(financing gap)는 2,100억~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됨.
-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낮은 데는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여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
목됨.
- 파산법 등 기업 활동 관련 제도가 미비한 점도 문제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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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업 경영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글로벌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등의 결과는 중동
지역의 현황을 더욱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기업의 사업 수행 용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2017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
국가의 평균 순위는 190개 국가 중 115위를 기록하였으며, 항목별 순위에서 금융접근성 부문의
평균 순위가 130위로 가장 낮았음.
- 각국의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시장 규모 등 경영환경 측면을 비롯해 교육 및 훈련, 기술적
준비 정도, 사업고도화 정도, 혁신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의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은 비즈니스 역동성(business dynamism), 노동시장 효율성(labour market efficiency)
등의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글로벌혁신지수의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 다수
국가의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혁신효율성이 낮은
특징을 보임.
- 중동지역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도 전반적으
로 낮았음.

2)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① 중소기업 육성전략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이하 중동 주요 4개국)는 국가개발 계획 수립, 중소기업지원법 제
정, 전담기관 설립 등을 통해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에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 계
획을 제시하고 정책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청(SMEA: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neral
Authority)을 설립함.
- UAE는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를 2015년 60%에서 2021년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
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함.
- 이집트는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Industry and Trade Development
Strategy 2016~2020)’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에는 지원정책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개발청(MSMEDA: Th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Authority)을 설립함.
- 튀니지는 2017년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고 2018년에는 국내 창업환경의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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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지원 정책 및 제도
중동 주요 4개국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주로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반금융에서 받기 어려운 장기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규모가 작을 경우 무담보로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관의 장점임.
- UAE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인 칼리파 펀드는 자국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및 특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음.
- 이집트는 2017년 4월 설립된 중소기업개발청을 통해 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에는 최대 300만
파운드(약 17만 달러),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에는 최대 500만 파운드(약 28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 튀니지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공사, 국영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공적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음.
중동 주요 4개국은 기술인큐베이터 설립,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특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 산업 및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ICT, 바이오, 첨단 제조 부문의 기술인큐베이터를 설
립·운영하는 ‘바디르(Badir) 프로그램’이 있음.
- UAE는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사업화 지원 등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14년 국가혁신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최근에는 기술혁신 관
련 정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집트는 정부 주도하에 기술혁신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기관간 협업 부재 등으로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튀니지는 총 11개의 ‘테크노 파크(Techno Parks)’와 15개의 ‘사이버 파크(Cyber Parks)’를
운영하는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 연계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더불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확대, 정부수수료 면제, 기업 설립절차 간소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창업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UAE도 칼리파 펀드에 등록한 스타트업에 상업등기비, 라이선스 취득비 등 각종 정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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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한 스타트업 혜택 강화, 원스톱숍(One Stop Shop)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 이용지역 확대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튀니지는 원스톱숍 확장 사업과 함께 산업혁신청을 통해 1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이 부문에
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③ 외국기관 지원 및 정부 간 협력 사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중동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방법으로는 금융협력 강화, 경영
자문서비스 제공,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 추진 등이 있는데, 2010년대 들어 지원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중동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2012년부터 총 24건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음.
- 아울러 유럽부흥개발은행은 ‘남동지중해 국가들의 중소기업 지원사업(Small Business Support
Activities in the Southern and Eastern Mediterranean Countries)’을 통해 중동지역 중소
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EU는 ‘남지중해 경영환경 개선사업(Enhanceme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아프리카 및 EU 주변 국가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출 보증 및 사업기획 단계에서의 기술
지원 등을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EU 대외투자계획’을 실행하고 있음.
이밖에도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이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중소기업 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집트와 캐나다의 중소기업 부문 협력은 중소기업 관련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
- 튀니지와 독일은 ‘독일과의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튀니지 내 창업 활성화 및 기업
가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음.
- UAE와 일본은 2017년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을 위해 ‘UAE-일본 중소기업 플랫폼’을 두바
이에 설립하였으며, 2018년에는 포럼, 세미나 등의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세 차례에 걸쳐 공동
으로 개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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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
①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중동은 우리나라의 4대 중소기업 수출 대상 및 지역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최근 대기업보다 수출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음.

- 중동은 국내 중소기업의 4대 수출 대상 지역(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6.4%)으로, 신흥국 중에서는
아시아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중동은 지난 5년(2013~17년) 누적액 기준 지역별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2.5%로
가장 큰 지역임.
- 국제유가가 하락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대기업(–9.4%)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 폭을 보였음.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동 투자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저유가 기조로 최근까지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7년 기준 17.1%) 자체는 높지
않으나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대중동 투자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7년 기준 2.4%로 낮고, 최
근 감소하고 있음.
-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투자에서 국가 기준으로는 UAE(32.8%)와 사우디아라비아(24.9%), 업
종 기준으로는 건설업(37.3%)과 부동산 및 임대업(32.3%) 비중이 높았음.
중동 산유국에서 건축 및 용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중소 건설사의 대중동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크지 않으며, 뚜렷한 증가세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3~17년 누계 기준)은
0.5%로 미미함.
-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에서는 2017년
오히려 감소하였음.
- 국내 중소기업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중동에서도 투자단위가 크지 않은 건축(33.2%) 및 용역
(31.2%) 등의 소규모 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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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한ㆍ중동 정부 간 중소기업 협력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수출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출 부문 예산은 6,317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지원
예산(2017년 기준 16조 6,000억 원)의 3.8%에 불과함.
- 중소기업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수출지원사업 규모는 총 1,784억 원으로
15,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 사업은 수출성공 패키지로 총
499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는 2,100개 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임.
- 최근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에서 신시장 수출 확대 관련 지원사업,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해외거점사업 등이 강조되고 있음.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자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 지
원, 인적 교류, 정책 공유 등의 부문으로 다각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5년 이후 체결된 대중동 중소기업 협력 관련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 13건을 국가별로 살펴보
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들과 체결한 것이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관련 주요 협정 내용에는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지원, 현지 인력의
연수 기회 제공, 정책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양자간 협정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된 사례는 많지 않아 향후 실제로
협력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③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국내 기업의 진출 애로요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중동지
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은 중동 진출 또는 수출 경험이 있는 259개 기업이며, 이 중 30개 기업이 회신하
여 11.6%의 응답률을 보였음.
-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약 5개월이며, 구글의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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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는 진출 국가, 기업 규모, 업종 등 중동 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과 해당 기업이 생각
하는 중동지역의 사업 환경과 진출 애로요인,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질문을 담았음.
중동에 진출한 기업은 해당 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중동
고유의 제도 및 이에 대한 정보 부족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았음.

- 응답 기업 중 중동의 사업환경이 다른 신흥국보다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53.3%)을 넘었으며,
주로 행정 처리(21.4%)와 규제(16.7%)가 가장 열악한 부문으로 지목되었음.
- 전 세계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해외 구매선 및 바이어 발굴 역량
부족(23.6%)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16.3%)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중동에서는 현지 법규 및 상관행 등에 대한 이해 부족(31.0%), 현지 제휴 및 합작투자
파트너 발굴 곤란(15.5%)을 지목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음.
- 이는 우리 기업이 중동에서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이질적인 상거래 관행 등 현지
고유의 사업 환경 및 제도적 차이,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동에서 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응답 기업의 16.7%만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70.0%)하거나 현지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등을 활용(13.3%)
하는 비중이 높았음.
중동 진출기업은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알지 못했고 만족도 또한 낮았으며, 향후 금융지원 확대,
현지 경영 및 제도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 응답 기업의 50.0%가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20.0%만이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해당 기업 중 ‘만족한다’를 선택한 기업은 16.7%에 불과했음.
- 우리 정부의 해외 진출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주로 복잡한 지원 절차 및 요건
(23.3%),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23.3%)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음.
- 응답 기업의 38.4%가 중동 진출 시 금융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판단하였으
며, 중동에 진출한 국내기업과의 간담회 및 UAE 출장을 통한 진출기업 면담에서도 금융 지원
절차 및 요건 완화, 지원금액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UAE를 포함한 중동 진출기업들은 현지의 사업환경, 제도, 각종 법규, 드러나지 않은 관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설문 응답기업 중 현지 투자여건(16.7%), 해외시장(11.7%)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지원 확대를 요청한 기업의 비중도 높았음.
- 특히 현지 진출기업들은 앞에서 언급한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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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기본 지원 방향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한국과 중동지역 간 정책 요인에 주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
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동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현지 투자여건,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
보가 필요함.
- 정부 주도로 한ㆍ중동 기업 간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가진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함.

2) 금융지원시스템 확충
국내기업의 대중동 투자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대비 2% 전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한ㆍ중동 간 교역 비중이나 중동지역에서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임.
- 대중동 투자가 저조한 것은 여러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기업의 금융 조달 역량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금융 조달 관련 전문인력이나 활용 가능한 금융 네트워크가 크
게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하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문의 시장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
기업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저리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
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물류 등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공공 조달 시스템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음.

146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3) 정보공유시스템 체계화
중동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제 및 시장 구조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금융, 투자, 노사 관계 등 부문
별로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을 운용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은 중동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로 작용할 것임.
- 설문조사에서도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기업이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 및 심도 있는 분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임.

- 또한 4장의 현지 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한 평판, 스폰서와의 분쟁사례 등이 체계
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임.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건, 물류, ICT 등 부문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간 투자 여건 및 정보, 분쟁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정보공
유를 유도하고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 교류사업과 제도
개선사업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임.

- 인적 교류사업으로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신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발전경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인 만큼 중동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제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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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상대국의 투자 유치 기관 및 유망 중소기업을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직접 투자기
회를 논의하고 자국의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과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조건 미준수, 불공정거래, 불합리한 규정,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 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
라 마땅한 소통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상대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국간 고위급
및 실무급 경협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업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채널(가칭: 분쟁조정위원회)을 설치
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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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프리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료 투입이나 관개시설 확충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의
개별 사업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농산물의 전체적인 흐름, 즉 가치사슬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단순히 농업생산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장을 통한 해법,
특히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시장을 통해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민간기업 등 가치사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확대로
농업 투입물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제반 농업 인프라와 금융접근여건도 자연
스럽게 개선될 수 있음.

- 농업 가치사슬은 생산이전단계인 투입물 공급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과 서비스
활동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가치사슬 접근방식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수단임.
- 개발협력 측면에서 가치사슬 접근은 가난한 농민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의 시장판로를 넓혀
줌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한국 농업의 가치사슬 경험 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험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
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농업발전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가장 일차적인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조건의 유사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처해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여러 면에서 한국의 1960년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과 역내 농업 관련 기관,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
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
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령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이러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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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임.
- 나아가 한국의 경험적 요소들을 통해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
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발협력수요도 요청되고 있음.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와 한국의 농업을 평행적으로 비교분석
(parallel studies)하고, 나아가 한국의 농업정책 경험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정책제안을 모
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농업 가치사슬(Agricultural Value Chain)은 농산물의 생산이전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
르기까지 가치창출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제반활동을 의미함.
- 농산물 가치사슬 접근방식은 농산물의 시장판로를 넓혀줌으로써 소득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아프리카의 제반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의 개별사업보다는
가치사슬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아프리카 농민들이 생산한 잉여농산물이 적기에 판매처를 찾지 못해 들판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또는 저장시설이 열악하여 상당 부분이 썩어 버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임.
- 가치사슬을 통해 거래시스템이 개선되면 농가취득가격(farm gate price)이 높아질 수 있어, 농
민은 이를 계기로 생산확대와 품질개선 등을 꾀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상업화’에 동참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됨.
- 그동안 시장과 연결되지 않은 개발 단위사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
이 농업 개발 협력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적되고 있음.

2) 아프리카 농업의 저개발은 일차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비료, 종
자, 농기계, 관개설비 등 농업 투입물(agricultural inputs)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음.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비료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SSA) 농
민이 1년 동안 1ha당 뿌리는 비료의 양은 15kg으로 전 세계 평균(124kg)의 1/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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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비료 사용이 소량에 그치는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 잠비아에서는 농민이 지불해야
하는 비료가격이 톤당 414달러로 미국(226달러)의 두 배 가까이 이르고 있음.

- 아프리카의 대다수 농민은 소농으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작은 단위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운송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비료가격을 높이는 가장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료 생산기반이 없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같은 비
료 수입국인 태국에 비해 비료가격(소매)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수치를 보면
아프리카 연안국들은 태국에 비해 25~30%, 그리고 내륙국가의 경우에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 사용과 함께 다수확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개량종자의
사용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아프리카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농기계 사용으로, 농사일의 대부분은 사람(65%)과
가축(25%)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계에 대한 의존비율은 극히 미약(10%)함.

3) 아프리카에서 수확되는 벼의 대부분은 수집상(영세 거래상인)을 통해 정미소로 보내지는데, 품
질등급(quality grade), 무게, 분량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상인의 눈대중
(personal inspection)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음. 이는 농민과 구매자 간의 불신풍조를 가중
시키고 있음.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벼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이 현대적 시설을 갖춘 정미소를 통해 가공되
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함.

4)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원활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교통, 통신, 전력 등 인프라, 금융
지원, 시장정보, 품질관리 등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 중 어느 하나
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과 단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
에티오피아의 경우 곡물 거래상인 가운데 은행거래를 하는 비율은 1/3,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에 불과함.

아프리카 농산물 시장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현대적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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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연구는 세네갈(최대 쌀 생산지인 세네갈 유역의 포도르 지역) 쌀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하였는바, 이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생산자(농민)와 소비시장이 단절되어 있어 정부의 수입대체정책은 물론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세네갈강 유역은 세네갈 최대의 쌀 생산지로 전체 생산의 7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대규모 관개시설 확충과 경지정리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주로 인근 농촌지역과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다카르(수도, 인구 200만 명) 등 대규모 소비시장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다카르에서는 수입쌀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다카르에서 판매되는 쌀 가운데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하고 있음.
- 수입쌀은 쇄미(일명 싸라기)로 국제시장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세네갈 도시소비
자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데다가 국내산 쌀이 수입쌀의 품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말라위 등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뒤따르지 않고 있지만, 세네갈
의 경우에는 ‘시장’은 있지만 ‘품질’이 뒷받침되지 못해 가치사슬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발생한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강력하게 추진된 세네갈 정부의 수입대체정책이 가시적
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여전히 쌀 소비의 50~70%를 수입(약 100만 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쌀 증산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품질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세네갈 대도시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높은 품질의 브랜드 상품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명품브랜드 상품(쌀) 구매에 어느 정도(17%)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도시소비자(높은 품질 요구)와 국산 쌀(낮은 품질) 간의 미스매치 문제 이외에 가치사슬의 흐름상 국산
쌀의 대도시 진입이 어려운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복잡한 거래과정을 들 수 있음.

- 세네갈 쌀 시장은 수입 쌀과 국산 쌀로 크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농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국산 쌀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판매되고 있음.
- 수입 쌀은 도시(다카르, 생루이)에 대형 수입창고를 보유하고 세네갈 쌀 유통협회(UNACOIS)에
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프랑스(과거 식민종주국)의 대형업체들에 의해 대규모(연간
100만 톤 이상)로 거래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세네갈 소농이 생산하는 국산 쌀은 바나바나스(Bana banas)라는 소규모 중간상인을 거쳐
영세하고 노후화된 정미소에서 가공된 다음에 또다시 소규모 거래상을 거쳐 도매상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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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규모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농민조합과는 거리가 있음.

- 농기자재(비료, 농약, 종자) 구매지원을 위한 대출 신청 중계 및 수확기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물(벼) 수집 및 판매 등과 같이 생산단계에서의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의 농협조직과 같이 자체적인 신용사업이나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집단적으로 수
집하여 공동으로 저장하거나 가공(정미) 또는 공동으로 판매하는 농민조직 본연의 기능은 가지
고 있지 않음.

6) 한국의 농정 경험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 가능한 분야로는 농기계화, 비료정책, 농업기
술개발,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 품질관리,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도출되었음.
한국 농업정책의 변천사와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지식과 사업경험(개발원조, KSP 사업 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한국 농정경험의 공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음.

- 아울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로 아프리카의 상황과 한국의 경험을 매칭시키
는 방법으로 아프리카에 시사점을 주거나 공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농정 경험을 도출하였음.

표 1. 한국의 농정 경험과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평가
한국의 농정 경험
경지 정리
관개시설(댐, 저수지)
농업교육ㆍ지도
생산 단계

적용(공유) 가능성 및 차별성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시급한 현안이지만 한국의 비교우위(차별성)는 낮음(많은 원조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컨설팅 제공)

농기계화

농기계의 보급, 공동이용,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 제공 가능

◯

비료정책

종합농협 설립을 통한 비료보급 정책 공유 가능성

◯

상이한 영농체계로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지 않음. 다만 쌀, 옥수수, 감자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기술 지원 가능성 있음

◯

농업기술개발(R&D)
농지개혁

사회ㆍ문화적 영역으로 공유가능성 거의 없음

미곡종합처리장(RPC)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한국의 풍부한 정책경험
저장ㆍ가공
단계

유통 단계

공통이슈 및
거시정책

154

종합
평가

◯

농가공 단지

한국의 비교우위 정책은 아니지만, 농가공 단지조성 등에서 정책 경험 공유 가능성 존재

◯

농촌부업단지

농가공단지 조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정책 제안 가능

◯

개량곳간 개발

대규모 저장시설 건립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정책제안 가능

◯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 품질인증, 표준 규격화 등에서 정책공유 가능성 있음

◯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농산물 거래물량과
제반 하부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

국가 수매제도

이 중 곡가제 도입을 통한 농업생산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정부재정을
감안할 때 정책 제안의 수용성은 떨어짐

농업금융

종합농협 설립을 통한 신용사업 정책 제안

◯

농협조합

공동구매, 공동판매, 지도사업의 3대 기능을 갖춘 종합농협 모델 제시

◯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통한 여성 및 청년 인력 활용, 사회적 자본 및 역량개발

◯

농촌 근대화 운동

농업 재정ㆍ조세 정책 경제여건의 차이로 한국의 농정경험 공유 가능성은 낮음. 아프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에
구조조정 프로그램(SAP)에 따라 농업 자유화 단행
농업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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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도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가운데 과연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가늠하고자 계층화분석
방법론(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였음.
AHP 분석법을 통해 한국 농업정책 경험 공유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측정한 결과, 농업협동조합정책, 비료
정책, 종자개발정책, 농기계보급정책, 농산물 저장ㆍ가공 정책, 농산물 품질관리정책 등의 순으로 도출되
었음.

3. 정책 제언
1) 종합농협체제(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 구축 지원
농업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는 달리 계절성(seasonality)과 높은 불확실성(위험)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 시장교섭력이 약한 개별 농가나 소농에 의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아프리카의 협동조합은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해왔으며, 활동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거래의
규모화와 시장교섭력 제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이 판매되는 비중(시장가격 기준)은 고작 5%에 불과한 것
으로 조사되고 있음.
아프리카 농민들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상업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금융 접근의 난맥상을 해소하는 것이 농업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

- 아프리카에서 금융시장 접근이 가능한 농민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이자율(연간)이 15%를 넘고 있어 농업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임.
- 아프리카 금융기관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농민에 대한 대출을 극히 꺼리고 있는데, 현재 아
프리카 상업은행의 농업대출 비중은 5~10%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플랜테이션 및 대형 농가
에 국한되어 있음.
아프리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한국의 농협과 같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결합된 종합농
협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한국 농협은 구매사업, 판매사업, 교육(지도)사업 이외에도 신용사업 등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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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체제를 통해 농업발전을 이끌어왔음.
- 한국 농협은 농기자재 업체, 농민, 가공업체, 유통ㆍ판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금융
(AVCF: Agricultural Value Chain Finance)을 통해 농업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2) 농기자재정책의 지원: 비료정책, 종자개발정책
10억 명 이상의 인구규모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확대,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단위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soil productivity)을 획기
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수확 품종개발과 함께 비료보급
확대가 관건임.
역내 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비료보급확대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비료 투입을 통해 토지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한데, 오늘날 아프리카 농민이 1ha당 뿌릴 수 있는 비료의 양은 15kg으로 동남아, 중남미는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남아시아 지역(104kg)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 유치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에 비료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프리카 쌀 연구소(Africa Rice Center) 등을 통해 종자개발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의 사용과 함께 개량종자(improved varieties)
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종자시장이 발달된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
는 농민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복잡한 연구개발(R&D)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은 산업특성상 연구개발과 실험, 보급 등의 활동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
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소 8개 이상의 주식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다양한 경작시스템(cropping
system)과 협소한 시장규모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의 종자개발기술을
들여다가 아프리카에 접목(extrapolation)시키는 것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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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을 통한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프리카에서는 수확 후 관리(post-harvest management)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농산물의
양적, 질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수확 후 손실(PHL) 비율은 무려 30~50%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확한 곡식 전체가 들판에서 비에 젖어 썩거나 보관과정에서 곰팡이 균의 번식으로 버
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는 저장창고시설과 저장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확 후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당 부분의 양적, 질적인 손실을 감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런 점에서 쌀의 수확 후 저장과 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과 같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대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저장ㆍ가공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은 충분한 물량확보가 뒷받침되어
야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저장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데다가 집하여건이 좋지 않고 농촌마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어려우므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건조ㆍ저장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함.

4)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을 통한 통합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농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
에 걸쳐 존재하고 있음.

-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전 단계인 농기자재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은 정부와 민간부문 양쪽 모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1980년대와 1990년대 실시된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은 아프리카 농업을 더욱 어렵
게 했으며, 국제사회의 대규모 원조자금과 무수한 정책 컨설팅들 역시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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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강화(intervention)가 요구되고 있음.

- 아프리카 농업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 초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시장
실패(market failure)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농업정
책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정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제도(institution)와 거버넌스의 구축임.

-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웬만한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국
가 사회적 역량 부족과 거버넌스 부재로 실제로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통한 역량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 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자생적, 참여적 개발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가 필요함.
- 새마을운동은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능력 배양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주민의 역량
개발(empowerment) 등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정신계몽, 농촌소득
증대, 농촌인프라 개선, 전기보급, 주택개량, 위생보건 환경개선, 새마을보육원(농사철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 및 청년에 대한 동기부여, 가계부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운동 관련 세부
사항을 소개하며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 희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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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무드로 전환된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정상회
담 개최로 급진전되었으며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간 협상이 진행 중임.

-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3월ㆍ5월ㆍ6월 세 차례에 걸친 북ㆍ
중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
- 현재 북ㆍ미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2019년 2월 말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예정),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북ㆍ미 간 협상에서 북한은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임.
북ㆍ미 간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대북제재는 2016년 채택된 UN 안보리 2270호부터 제재의
초점이 WMD 이전 통제에서 경제 일반에 대한 전반적 제재로 이동, 북한 무역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

- 2016년 이후 단행된 여섯 차례의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
으로 강화
- UN 제재의 여파로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대폭(37.3%) 감소한 반면, 수입은 오히려 늘
어(4.3%)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200% 확대
- UN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르면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중단 혹은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
고 있으나 UN 대북제재위원회는 합의제(consensus)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5개 UN 안보리
이사국 전원이 대북제재 해제에 찬성해야 함.
미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해제 문제는 미국의 관련 법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 존재

- 미국의 북한 관련 제재의 법이나 규정은 적성국, 테러지정국 및 비시장경제 등의 이유로 대북제
재를 규정한 2000년대 이전의 법령과 WMD 확산을 이유로 대북제재를 규정한 최근의 법령으
로 구분되는데, 이 두 종류의 법령은 그 적용범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대북제재를 해제
할 경우 상당한 검토 및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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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2003년부터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 및 납치자 문제 등 국내 정치적 요구로
독자적 제재가 이루어졌고, 제재 역시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옴.

표 1. 일본의 대북제재(2003~16년)
배 경

북ㆍ일 간
납치자 문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1, 2차 핵실험

한국 천안함 사건

북한 3, 4차 핵실험

일 시

대북제재 내용

2003년

- 만경봉 92호에 대한 감시 및 안전 검사 강화
- 만경봉 92호 장기간 억류

2004년

- 외국 무역 및 ｢외환법｣ 개정(6월)
-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2005년

-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개정

2006년

-

만경봉 92호 입항 6개월간 금지
북ㆍ일 간 전세항공기 취항 금지
전략물자 수출 차단 규정 신설
북한산 수산물 검역 강화
‘제재국 관련 기업’ 지정
｢대북금융제재법｣ 제정

2006년

-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내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 24종을 대북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

2009년

- 북한에의 송금 보고 기준액 3,000만 엔 → 1,000만 엔으로 하향 조정
- 북한 방문자의 현금 소지 한도액 30만 엔 → 10만 엔으로 하향 조정

2009년

- 북한으로부터의 수출 전면 금지

2010년

- ｢화물검사특별조치법｣ 가결
- 북한에의 송금보고 기준액 1,000만 엔 → 300만 엔으로 하향 조정
- 북한 방문자의 현금 소지 한도액 30만 엔 → 10만 엔으로 하향 조정

2013년

- 일본 금융기관과 일본 소재 외국금융기관의 북한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금지

2016년

- 인적 왕래 규제조치
- 대북송금, 북한선박 입항, 자산동결대상 확대

본 연구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제재 해
제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UN 안보리의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비핵화
단계별로 다자 및 양자 간 협력방안을 제안함.
-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의 경제협력 등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방안을 제시함.
-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 및 외교적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주목하면서, 향후 북ㆍ
미 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들 또한 점검하였음.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161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북제재와 2016년
부터 2017년까지의 제재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음.

- UN 안보리 대북제재 효과를 무역실효성지수, 시장실효성지수, 외화가득성지수로 분류하여 제
재실효성지수를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실효성이 2017년 3월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UN 안보리 제재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

표 2. 대북제재 실효성지수
2017. 1

2017. 2

2017. 3

2017. 4

2017. 5

2017. 6

2017. 7

2017. 8

2017. 9

무역지수

12.8

19.9

61.9

60.6

63.2

66.3

66.4

20.5

47.4

시장지수

12.5

3.1

5.3

4.7

3.2

1.5

3.5

3.5

6.7

외화가득성지수

0.0

0.0

84.6

73.1

77.3

62.9

50.6

0.0

40.6

대북제재 실효성지수

8.2

7.9

52.9

48.2

50.1

45.6

42.0

8.2

32.8

2017. 10

2017. 11

2017. 12

2018. 1

2018. 2

2018. 3

2018. 4

2018. 5

2018. 6

무역지수

82.4

82.7

87.9

86.0

93.0

92.3

89.7

83.9

88.6

시장지수

4.7

2.9

4.1

5.1

6.7

8.4

3.3

3.4

3.9

외화가득성지수

55.3

69.6

78.5

42.3

23.3

41.6

50.9

77.2

71.1

대북제재 실효성지수

49.6

54.2

59.5

46.4

42.7

49.4

50.2

57.4

57.1

북한의 선차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은 경제제재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경제제재의 효과는 북한광물 수출제재, 수산물과 의류ㆍ섬유 관련 제재, 해외파견근로자 관련
제재, 원유ㆍ정제유 수입제재, 합작투자제재 순으로 높아 이 각각의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정도
에 비례하여 해제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함.

2)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미국은 미 연방의회가 입법화한 법률과 법률로부터 제재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음.

-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비시장경제 국가, WMD 개발과 확산위협 방지 및 국가외교정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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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으로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및 ｢무역협정연장
법｣(TAEA) 등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을 제재
- 이외에도 북한에 특정해서 제재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인권법｣(NKHRA), ｢이란ㆍ
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및 ｢대적성국제재법｣
(CAATSA) 등이 이에 해당
또 다른 대북제재 방식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가 있음.

-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2005년 6월 28일 WMD 확산기관으로 3개의 북한 기관을 포함 8개
기관을 지정한 이후 행정명령 13466호 등을 포함 6개의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음.
실제로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제재 면제나 유예와
같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후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

- 제재 유예 및 면제는 단기적으로 제재의 해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재 해제 시 스냅
백(snap-back) 조항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도
스냅 백 조항을 활용하면서 일부분 제재 유예 또는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특수한 관계의 국가임.

- 일본은 과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한 6자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렵게 한 바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서 그 역할
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임.
일본은 또한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북한에 가장 큰 경제적 혜택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이기
도 함.

- 일본은 한때 북한의 제1교역국이었으며, 대북제재 해제 시 북ㆍ일 수교와 함께 지급하게 될 식
민지 배상금 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
- 여기에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국제적 분담금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
부흥을 위한 중요한 자금줄일 것으로 예상됨.
- 만약 배상금을 사용하여 북한 내 생산기반 구축에 활용된다면 북ㆍ일 간 무역이 급증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대외교역구조가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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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사례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이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무역제한, 원조제한, 고립화정책
등을 실행했음.

- 이 같은 제재는 중첩적으로 부과되어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교역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
되기 위해서는 외교적 정상화 과정과 더불어 경제제재의 모든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 협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음.
-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 삼아 양국간 정치적 현안 해결과 더불어 양자 무역협상에서 베트남에 상
당한 개방을 요구했음.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방식은 현재 북ㆍ미 간 논의되는 비핵화 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프런트 로딩방식(front loading)과 단계적ㆍ동시적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계정상화 과정 초기 베트남은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 철군을 단행하였으며 미군 유해 송환 및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 이에 미국은 베트남의 관계정상화 노력과 의지에 상응하여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음.
- 이 과정에서 경제제재는 효과가 약하고 해제하기가 용이한 것부터 해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크고 해제가 어려운 제재가 해제됨.
베트남은 경제제재의 해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1980년 278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명목 GDP는 2017년 2,204억 달러로 약
8배 증가
- 또한 1990년 1억 2,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해외직접투자(FDI)는 약 132배 증가하여 2016년
158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1989년 1억 2,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ODA 규모는 2016년
28억 9,000만 달러까지 상승하며 23배 이상 증가
-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WTO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상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음.

3. 정책 제언
1) 정책 방향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 UN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제재는 다자 차원의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며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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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자 차원의 제재는 UN 안보리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거나
국내법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는 방식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역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실상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임.
- 따라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UN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
하면서도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다자제재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UN 회원국들이 대북제
재의 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 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하여 UN 안보리 회원국들이 제재에서 이탈하지 못
하도록 방지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UN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결속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북한의 핵 폐기에 커다란 진척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해제 조치가 동반될 것이나 제재 조치
의 해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약화될 개연성도 존재함.
- 따라서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반드시 스냅 백(snap-back) 조항을 삽입해 만일 북한이 합의된
기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비핵화 공약을 위반할 경우 즉시 매우 강력한
제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
제재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하며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 단계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함.

-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금융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단기간에 해제하는 경우 그만큼
레버리지가 약화되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이행력이 약화될 수 있음.
- 각 제재 수단에 대한 해제 순서는 그 효과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장 쉬운 분야라 함은 북한 외교관들의 여행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관광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후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과 원조, 이후 무역 관련 제재를 완화하
는 것이 바람직함.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를 견인

- 북한이 올바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ㆍ미를 비롯해 한국 등이 북한
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것임.
-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국가로서 ｢Nunn-Lugar법｣1)에 기초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P)
과 같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보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165

법안에 지원 내용과 기간, 규모, 효과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 또한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타결 시 제공될 수
있는 정치, 안보, 외교적 보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 북ㆍ미, 북ㆍ일, 북ㆍ중, 남북 관계에서 양자적 이슈와 함께 각 개별국의 국내정치적 이슈가 같
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이 국가들의 이해를 수용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간 관계 진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양국간 정보와 입장 전달이 원활
하게 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며 북한이 미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남북 교류를 진행하여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ㆍ미 간 신뢰 구축을 유도

- 우리 정부는 역시 북핵 폐기 이행의 철저한 감시자로서, 그리고 협상자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
- 특히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디자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원할 전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함.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을 수행

- 과거 베트남의 사례와 클린턴 행정부 때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일부
제재 해제는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북한이 제재 해제의 효과를 기반으로 비핵화
과정을 보다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선행적 이행이 필수적임.
- 가능한 남북경협에서는 개성공단 이외에도 서해평화협력특구, 동해관광특구, 그리고 남북을 연
결하는 물류 관련 인프라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향후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협력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여러 준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기까지는 국내적 절차 문제 등으로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1) ｢Nunn-Lugar법｣은 지난 1990년대 초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 의원과 샘 넌(Sam Nunn)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미국은 이 법안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돕기 위해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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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적 조치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
이 필요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 현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남북경협의 현실적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중국기업 ZTE는 북한과 거래한 대가로 막대한 벌금을 납
부하고 경영진을 교체한 이후에야 비로소 미국의 2차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의 추진을 위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예외적용이 선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함.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을 조성

- 비핵화 진척에 따른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미 행정부 및 의회 설득을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 내 북한 및 안보 전문가와 북핵 및 이와 관련된 사실과 일부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미국 내 오피니언 지도자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

-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다자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북한에 제재 완화 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확신을 부여해야 함.
- 국제협력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북한 광물자원의 공동개발과 수출을 추진해볼
수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관
점에서도 매력적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음.
- 북한의 광산개발 외에도 북한 내 경제특구를 다자협력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의지와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
단됨.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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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세계경제 환경과 국제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대내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무역전쟁 진행, 위안화 하락,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지속,
미국 증권시장의 불안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터키의 금융위기 발발과 신흥국
경제권의 불안감 확산 등이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일부 거대기업의 특정 제품에 대한 지나친 수출
의존도, 철강과 조선 등 주력산업의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성장 한계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하락추세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제들(새로운 경제성장동력 창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및 대외경제관계 다변화, 미ㆍ중 무역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에 대
한 대응방안 마련 등)에 직면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의 하나로 ‘신북방정
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함.

-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 창출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강화에 핵심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북방지역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
공간 창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줄 수 있음.
- 푸틴 집권 3기 및 4기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특히 극동지역 개발)의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것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및 북ㆍ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정부는 기존의 정책방향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에서 제시한 대러시아
경제협력과제들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신북방정책의 핵심 기조에 입각하여 한
국과 러시아 관계의 전략적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나가야 함.
- 특히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에 전략적인 접점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산업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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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푸틴정부의 극동개발정책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푸틴 집권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신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푸틴 집권 3기(2012~18년)와 4기(2018~24년)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특징, 즉 신동
방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진행함.
-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극동진출전략에 대한 비교분석작업 등을 토대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푸틴 집권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신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해볼 것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①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러시아 8개 연방관구와 비교했을 때, 극동 연방관구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갖는 반면, 가장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시장규모 자체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적은 인구가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높아서 한국기업들의 진출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음.

표 1. 러시아 연방관구 비교(2016년)
시장규모
영토
(1,000㎢)

인구
(백만 명)

성장잠재력

GRP
(조 루블)

1인당 GRP GRP성장률(
(천 루블)
%)

수출/GRP
(%)

FDI/GRP
인프라 지수
(%)

러시아 연방

17,087

146.8

69.3

417.2

0.8

25.0

13.2

5.70

중앙 연방관구

653

39.2

24.1

616.4

1.3

34.5

8.9

5.97

북서 연방관구

1,678

13.9

7.8

562.4

1.7

24.8

1.4

5.92

남부 연방관구

428

16.4

4.9

298.6

1.3

15.9

0.2

5.34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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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8

184.5

0.9

3.3

0.0

5.00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

1,038

29.6

10.4

349.9

0.0

18.4

0.3

5.72

우랄 연방관구

1,789

12.3

9.4

758.9

0.3

17.4

0.7

6.04

시베리아 연방관구

5,115

19.3

7.1

369.2

0.3

21.8

0.7

5.53

극동 연방관구

6,216

6.2

3.8

607.0

0.3

30.1

0.9

5.70

주: 인프라지수는 2017년.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www.gks.ru(검색일: 2018. 11. 23); InfraONE Research(2018),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рынк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pp. 20-45, https://infraone.ru/#analitika(검색일: 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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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산업

자료: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россии,” http://russkg.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132:2013-02-21-17-32-43&catid=1
2:2010-08-03-15-47-39&Itemid=16(검색일: 2018. 11. 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러시아의 동쪽에 위치한 극동 연방관구의 면적은 616만 9,329㎢로 러시아 전체 영토의 36%를 차지(대
한민국의 약 61.9배)하지만, 거주하는 인구는 약 620만 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4.2%에 불과함.

- 러시아 정부가 2000년대 들어서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러시아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으나, 극동 연방관구에서는 이 정책의 효과가 인구감소세 둔화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표 2. 극동 연방관구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42,961

143,202

143,507

146,091

146,406

146,675

146,842

6,275

6,259

6,239

6,219

6,203

6,189

6,174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957

956

955

956

958

961

964

캄차트카 변강

321

320

320

319

317

315

315

프리모리예 변강

1,952

1,949

1,943

1,936

1,931

1,926

1,918

하바롭스크 변강

러시아 연방
극동 연방관구

1,343

1,342

1,341

1,339

1,336

1,334

1,331

아무르 주

825

819

814

811

808

804

800

마가단 주

156

153

151

149

147

146

145

사할린 주

496

494

492

490

488

487

489

유대인 자치주

175

174

172

169

167

165

163

51

51

51

51

50

50

50

추코트카 자치관구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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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극동 연방관구의 GRP는 24조 루블(약 4,000억 달러, 달러당 60루블 기준)로 러시아 GDP
의 5.4%를 차지함.

-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2012~13년에 감소했는데,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시
설투자가 활성화되다가 이후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임.
-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2014년 말부터 나타난 유가급락, 서방제재 등의 외부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임.
- 2017년의 경우 유가반등,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고정투자 및 소매거래가 증가하고, 무역수
지가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세가 나타남.

표 3. 극동 연방관구 주요 거시경제지표
2011
러

(단위: %, 십억 달러)

2012

극동

러

2013

극동

러

2014

극동

러

2015

극동

러

GRP

5.4

5.3

3.1

-1.4

1.8

-0.9

1.3

1.9

-0.6

산업생산증가율

4.1

2.9

2.8

4.9

0.4

10.6

3.9

-2.1

고정투자증가율

10.8

26.5

6.8 -11.9

0.8 -16.8

-1.5

-6.6 -10.1

소매거래증가율

7.1

5.3

6.3

4.8

3.9

5.7

2.7

5.0 -10.0

소비자물가상승률

6.1

6.8

6.6

5.9

6.5

6.6

11.4

10.7

생산자물가상승률

12.0

17.7

5.1

8.8

3.7

1.5

5.9

실질수입증가율

5.6

5.1

5.3

7.7

5.3

5.2

실업률

6.5

7.4

5.5

6.7

5.5

6.5

2016

극동

러

2017

극동

러

극동

0.7

0.8

0.3

1.5

1.2

-4.5 -11.0

2.2

2.3

2.1

2.2

-1.1

-0.2

-1.2

4.4

17.1

-1.5

-4.6

-2.3

1.3

2.0

12.9

12.0

5.4

5.4

2.5

2.1

10.4

10.7

16.5

7.5

17.2

8.4

3.1

-7.2

-5.7

1.6

-3.0

-6.1

-3.9

-5.6

-2.6

5.2

6.4

5.6

6.3

5.5

5.8

5.2

5.6

수출

516.7

25.2 524.7

26.0 527.3

28.2 497.8

28.7 343.5

20.6 285.8

18.6 357.8

22.2

수입

305.8

9.2 317.2

10.5 315.0

12.3 286.7

10.7 182.7

5.9 182.3

5.8 227.5

6.3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О.М. Прокапало, А.Г. Исаев, М.Г.
Мазитова, Д.В.1Суслов(2018),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НЪЮНКТУРА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ОКРУГЕ В 2017 г.”
p. 94.

극동 연방관구를 지방별로 살펴보면, 매우 상이한 경제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 러시아의 85개 연방구성체 중에 사할린 주가 17위로 극동 연방관구 지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유대인 자치주는 가장 낮은 순위인 85위를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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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극동 연방관구 사회ㆍ경제 상황 평가 결과(2017년)
극동 연방관구

2017년 점수

전년 대비
점수 변화

2017년 순위

전년 대비
순위 변화

사할린 주

54.78

- 5.52

17

- 8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51.97

+ 0.09

21

-

프리모리예 변강

48.75

- 1.86

26

-

하바롭스크 변강

45.89

- 2.16

37

- 6

아무르 주

40.11

- 1.18

51

- 2

캄차트카 변강

38.97

+ 1.06

55

+ 3

마가단 주

33.29

- 3.83

62

- 2

추코트카 자치구

27.35

- 4.55

72

- 5

유대인 자치주

12.78

- 0.36

85

-

주: 1위를 차지한 모스크바시는 78.49점을, 2위에 오른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71.20점을 받았음.
자료: РИА Рейтинг(2018), “РЕЙТИНГ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ФИТОГИ 2017 ГОДА,” pp. 29-30,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80523/630091878.html; РИА Рейтинг(2017), “РЕЙТИНГ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ПОЛОЖЕ
НИЯ СУБЪЕКТОВ РФИТОГИ 2016 ГОДА,” pp. 31-32, http://riarating.ru/regions/20170530/630063753.html(검색일: 2018. 10. 26).

②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극동 연방관구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만큼 채굴업이 기간산업으로서 자리하고, 교통ㆍ통신, 도소매 등의
서비스 부문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기준 채굴업은 2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ㆍ통신 부문이 13.2%, 도소매업
이 10.2%, 건설업이 6.7%, 제조업이 5.4%임.
- 극동 연방관구의 지방별 GRP의 비중을 보면, 사할린 주와 사하 공화국이 20% 이상을 차지하면
서 1위와 2위를 차지함.

그림 2. 극동 연방관구 산업구조(2016년)

그림 3. 극동 연방관구 지역별 GRP 비중(2016년)
(단위: 백만 루블)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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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
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채굴업, 수산업, 농업 등 원자재 기반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원자재의 부가가
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근
해야 함.

표 5. 극동지역 협력 유망산업
극동 연방 사하 공화국
관구
(야쿠티야)

캄차트카 프리모리예
하바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변강
변강
롭스크 변강

농업

○

△

△

△

채굴업

□

□

□

건설업

□

□

□

□

호텔ㆍ요식업

△

교통ㆍ통신업

□

보건ㆍ사회서비스

△

○

추코트카
자치구

○

수산업

교육서비스

△

○

유대인
자치주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농업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이 포함됨.
2) □ 표시된 부문은 기간산업, △ 표시된 부문은 성장산업임. ○ 표시된 부문은 한국정부가 관심 있는 부문(‘9개의 다리’)을 추가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2)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①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은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선도개발구역은 극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산업기반, 낮은 경쟁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생산거점을 만들기 위해, 자유항은 열악한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아태지역과 물류네트워크
를 형성하기 위해 각각 도입되었음.
- 두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태지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생산과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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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은 극동지역의 외딴 곳에 인구를 유치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
었음.

표 6. 극동지역 18개 선도개발구역 개요
지방명

구역명칭

지정시기

특화산업

총면적(헥터)

실제 투자분야

나데진스카야

2015. 6

가공업ㆍ물류

3,763.27

식품가공, 부품ㆍ자재 생산

미하일로프스키

2015. 8

농업

171,700

농축산

볼쇼이 카멘

2016. 1

조선ㆍ제조업

8,124

조선, 주택건설

네프테히미체스키

2017. 3

석유화학

39,000

석유화학, 자원개발, 자재 생산

하바롭스크

2015. 6

산업ㆍ물류ㆍ야금

13,580.95

농업, 부품ㆍ자재 생산, 공항신설

콤소몰스크

2015. 6

항공기제조

8,200

목재가공, 폐기물 처리, 항공기 포함
운송기 부품 제조, 수산가공

니콜라예프스크

2017. 4

수산ㆍ물류

531,311

수산가공

프리아무르스카야

2015. 8

산업ㆍ물류

11,070

원자재가공, 물류창고

벨로고르스크

2015. 8

농업

3,000

식품가공, 자재 생산

스보보드늬

2017. 6

석유화학

29,400.6

가스화학

고르늬 보스두흐

2016. 3

관광

19,400

관광

유즈나야

2016. 3

농업

36,800

농업, 산업

쿠릴릐

2017. 8

수산ㆍ광광

12

-

캄차트카 변강

캄차트카

2015. 8

산업ㆍ물류ㆍ관광

983,000

관광, 축산, 제조, 물류, 통신

추코트카 자치구

베링고프스키

2015. 8

광업

15,900,000

자원 개발

유대인 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야

2016. 8

농축산업

23,400

농업

칸갈라싀

2015. 8

산업

38,289,480

농업, 제조업

유즈나야 야쿠티야

2015. 12

광업

23,294,400

광산 개발

프리모리예 변강

하바롭스크 변강

아무르 주

사할린 주

사하 공화국
자료: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2018),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pp. 1~70;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investmap.erdc.ru/
app(검색일: 2018. 11. 5)를 참고하여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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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위치

자료: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ртал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https://invest.khv.gov.ru/Biznes-predlozhenie/
Svobodnyj-port-/2639(검색일: 2018. 8. 24).

② 극동개발정책의 핵심성과와 과제
극동개발정책은 크게 지역발전, 투자 유치, 삶의 질 개선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
과는 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할 수 있음.

- 극동 연방관구의 투자환경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극동개발부는 극동 연방관구의
지방들이 2020년까지 상위 30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극동개발정책이 계획대
로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환경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
를 위한 실질적 편의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임.

- 아울러 투자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실제로 성사되지 못한 경우를 분석하여 정책적
ㆍ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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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극동개발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추진방향

성과

과제

정책 전반

 극동개발정책 전담체계 마련
 극동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 도입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확립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하며, 일관된 평가지표 도입
 재원 확대

지역발전

 극동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선도개발구역
- 자유항
- 극동 헥타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차별성 확보
 선도개발구역의 특화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력산업
범위를 좁혀 보다 집중적인 재원 투입과 구체적인 육성전략을 고안
 자유항이 물류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지역별 기간산업, 전략산업을 구분하여 발전계획 세분화

투자유치

 투자환경의 제도적 개선
- 행정절차 간소화
- 투자인센티브 제공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편의 개선
- 통관절차 간소화
- 부패척결
- 투자 관련 정보 제공

삶의 질 향상

-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 빈곤율 축소

기타

-

 극동지역이 아태지역의 생산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주변국가들과의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계획과 사업 구상

자료: 저자 작성.

3)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①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푸틴 3기 들어 중ㆍ러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극동에서 양국간 경제교류도 활성화되었음.

- 2013년 3월 시진핑 집권 1기 출범과 함께 곧바로 발표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
그리고 2014년 이후 지속ㆍ심화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미ㆍ러 및 미ㆍ중 갈등 등 대내외
요인들이 중ㆍ러 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푸틴 3기 출범 이후 이 같은 중ㆍ러 관계 발전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상 및 고위급 간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 둘째, 유라시아 협력 구상인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신동방정
책 간 전략적 이익의 공유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초국경 인프라 협력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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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3기 중ㆍ러 관계 발전에는 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례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

- 특히 다양한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과제를 논의해왔음.

표 8. 푸틴 3기 이후 신설된 주요 중ㆍ러 협의체
협의체

중ㆍ러 투자협력위원회
(2014년)
* 부총리급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협력위원회
(2016년)
* 부총리급
(러측: 극동전권대표)
중ㆍ러 혁신대화
(2016년)
* (중)과학기술부,
(러)경제개발부

설립 목적

주요 논의 내용

- 1차 회의(2014년 9월, 베이징): 인프라, 채광 및 광물가공, 첨단산업, 농업 등
분야의 32개 투자사업 논의 등
- 2차 회의(2015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2015년 5월
(중)실크로드경제벨트-(러)EAEU 연계협력 합의에 기초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비에너지 부문 투자협력
논의 등
프로젝트 촉진과 투자환경 - 3차 회의(2016년 6월, 베이징): (중)실크로드경제벨트-(러)EAEU 연계협력
개선 협의
프로젝트 활성화 등
- 4차 회의(2017년 4월, 모스크바): 일대일로-EAEU 간 통합 촉진, 러시아의
극동개발, 수입대체, 민영화 등에 중국의 참여 확대, 지역협력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
- 5차 회의(2018년 9월, 모스크바): 극동 및 북극탐사 투자 확대,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프라 및 금융 지원 확대 등

양 지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강화

- 1차 회의(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항만물류, 자원개발, 농산품 가공,
교통인프라 현대화 등 투자협력 확대
- 2차 회의(2018년 8월, 랴오닝성): 상호 연계성 촉진, 항만물류, 자원개발, 농업
현대화, 장비제조업 등 분야 협력 확대, 투자환경 개선 등

양국간 혁신정책 공유 및 - 1차 행사(2017년 6월, 베이징): 양국간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협력 강화
첨단부문 창업/중소기업 방안 논의
협력 강화
- 2차 행사(2018년 10월, 모스크바): 중ㆍ러 공동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중ㆍ러
* ‘중소기업 대화’ 연계
혁신협력 플랜 2019-2024’ 마련 논의 등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7); “China, Russia to boost regional cooperation”(2018. 8. 21),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8. 9. 27); Alexander Lukin(2018), p. 133; “First China-Russia Innovation Dialogue He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7); “2nd China-Russia
Innovation Dialogue held in Mosco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 “China, Russia pledge to explore new areas of investment
cooperation”(2018. 9.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4).

중ㆍ러는 기존 펀드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음.

- 공동벤처펀드(RCVF), 극동 농산업 개발펀드(RKFAR)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산업투자펀드
설립도 합의했음.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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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ㆍ러 간 주요 투자펀드
분류

주요 내용

중ㆍ러 투자펀드
(RCIF)
(2012년)

-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중국투자공사(CIC)가 목표자본금 40억 달러 규모로 설립: RDIF, CIC가 각각 10억
달러씩 출자하고, 제3투자자로부터 20억 달러 확보
ㆍ 2013년 극동의 Russia Forest Products사 지분 42% 인수
ㆍ 2014년 (러)극동ㆍ바이칼지역 개발펀드와 공동으로 아무르강 철교 건설사업에 투자
ㆍ 2015년 RDIF, 중국건설은행(CCB)과 중국은행의 양국 기업에 대한 융자 플랫폼 구축 합의
ㆍ 2016년 (러)Detsky Mir 지분 23.1% 인수(2017년 IPO 이후 지분 매각)
ㆍ 2017년 (중) 온라인 철강유통업체 Zhaogang에 투자
* RDIF, (중)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 투자

RDIF-RCIF헤이룽장성 투자펀드
(2015년)

- RDIF, RCIF, 헤이룽장성 간 2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펀드 설립 합의: 양국간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목표

중ㆍ러 벤처펀드
(RCVF)
(2016년)

- RCIF와 중국 TUS Holdings사가 최초 자본금 1억 달러 규모로 설립
- 러시아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기술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며, 주요 분야는 정보기술, 빅데이터, 바이오기술, 바이오의학,
청정에너지, 신소재, 스마트기술 등임.

중ㆍ러 극동
농산업 개발펀드
(RKFAR)
(2016년)

- (러)극동ㆍ바이칼지역 개발펀드, (중)Asia-Pacific Food Fund가 공동주주로 목표자본금 100억 달러(중국 측이
90% 조달) 규모로 설립

중ㆍ러 산업 투자펀드
(2018년)

- RCIF와 중국 Chengtong Holdings Group 간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합의: 산업, 교통, 관광 인프라 개발에
투자

위안화(RMB) 투자펀드 - RDIF, 중국개발은행(CDB)가 최초 자본금 15억 위안(목표 자본금 50억 위안) 규모의 펀드 조성 합의: 중국 동북부와
(2018년)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에 초점
자료: Russia-China Investment Fund, 온라인 자료; Invest in Russia, 온라인 자료; “Russia and China launch new joint tech investment fund,” 온라인
자료; “Russia and China to form $1 bln industrial investment fund”(2018. 6. 8), 온라인 기사; “Russia and China launch new joint tech investment
fund,” 온라인 자료; “Russia and China launch new joint tech investment fund”(2016. 11. 10), 온라인 기사; “Russia, China Set up New RMB
Investment Fund to Support Far East Russia and North-East China,”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10).

②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푸틴 3기에 일ㆍ러 관계는 두 번의 전환이 있었음.

- 첫 번째 전환은 2013년 4월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10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이루어
졌으며, 두 번째 전환은 2016년 5월 아베 총리의 비공식 소치 방문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음.
- 2014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외무ㆍ국방 장관회의(2+2) 개최와 공동투자 플랫폼 구축에 합
의했으며, 2016년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8개 항의 대러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했음.
- 아베 총리는 러시아에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한 이후 2016~18년 3회 연속으로 블라디보
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강한 대러 협력의지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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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본의 대러 8개 항 협력 구상
분야

주요 내용

보건ㆍ의료

일본 스타일의 최첨단 병원과 일ㆍ러 건강장수센터의 건설 및 운영 등 의료수준 제고를 통해 러시아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협력

도시개발

도시개발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온 일본의 식견과 기술을 활용하여 한냉지역에 적합한 주택과 폐기물처리시스템,
교통정체 해소, 상하수도 정비, 도시교통망과 우편 네트워크 정비, 재개발 토지(brownfield) 개발분야 등 협력

중소기업 교류ㆍ협력
에너지
러시아 산업다각화
극동 산업화

비즈니스 매칭, 벤처 지원, 직종 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
석유가스 생산능력 확대,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전 분야에서 기존 협력을 능가하는
연계를 강화
상징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극동지역의 근원적인 산업진흥, 아태지역을 향한 수출기지화를 위한 협력(항만, 농지 개발, 수산물 가공, 임산물 가공,
공항 정비 등)

첨단기술 협력

원자력, IT, 러ㆍ일 양국의 지혜를 결집한 첨단기술분야의 협력

문화ㆍ인적교류

일ㆍ러 양국의 상호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 대학과 청소년들의 교류 및 문화관광, 스포츠 교류 등 인적 교류를
근본적으로 확대

자료: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2017), p. 14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푸틴 3기 이후 일ㆍ러 간 경제관계의 진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움직임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했다는 것임.

- 세코 장관은 대러시아 경제협력 담당 장관직을 맡은 이후 수차례 러시아를 방문하여 8개 항 협
력 구상에 기반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으며, 2개의 협의체가 신설되었음.

표 11. 푸틴 3기에 신설된 주요 일ㆍ러 협의체
협의체
일ㆍ러 8개 항 협력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고위 실무그룹
(2016년)
* 장관급
(일)경제통상산업성/
대러 경제협력담당 장관
(러)경제개발부 장관
일ㆍ러 에너지 이니셔티브 협의회
(2016년)
*장관급
(일)경제통상산업성/
대러 경제협력담당 장관
(러)에너지부 장관

설립 목적

주요 논의 내용(푸틴 4기 포함)

8개 항 협력 구상
기반 구체적인
협력 활성화 논의

- 1차 회의(2016년 11월, 모스크바): 8개 항 협력분야의 우선
프로젝트 논의
- 2차 회의(2018년 2월, 도쿄): 8개 항 협력을 위한 양국의 민ㆍ관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디지털 경제, 노동생산성 향상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논의

석유ㆍ가스, 원자력,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 1차(2016년 11월, 모스크바), 2차(2017년 1월, 모스크바),
3차(2017년 4월 모스크바), 4차(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5차(2018년 2월, 도쿄), 6차(2018년 4월, 모스크바):
석유ㆍ가스, 원자력,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야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b), 온라인 자료;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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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러는 2017년 9월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공동출자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펀드(RJIF)를 설립했음.

- 이 펀드는 2017년 12월 러시아 국영 파이프라인 업체인 트랜스네프트사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
로 의료, 바이오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일ㆍ러 투자펀드(RJIF)가 단순한 금융지원기구가 아닌 융자와 경영 컨설팅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임.

표 12. 일ㆍ러 투자펀드의 주요 투자 성과
분류

일ㆍ러투자펀드
(RJIF)
(2017.9월)

우선 분야

주요 실적

-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가 각각 5억 달러씩 출자하여 총
8개 항 협력 구상:
10억 달러 규모로 조성:
보건ㆍ의료, 도시개발,
ㆍ 2017년 12월 러 국영 파이프라인업체 Transneft사에 100억 루블 투자
중소기업 교류ㆍ협력, 에너지, ㆍ 2018년 3월 다기능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 Doctis사 소규모 지분 인수
산업다각화, 극동의 산업화, ㆍ 2018년 5월 RDIF, JBIC IG Partners, (러)RFP사, (일)프로스펙트사와 공동으로
첨단기술, 문화ㆍ인적교류
러시아 바이오연료 산업에 투자 합의(목재 펠릿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 포함)
ㆍ 2018년 9월 AR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 Wayray사에 투자 합의

자료: Russia-Japan Investment Fund(검색일: 2018. 10. 1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①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관계는 지난 28년간의 양국 관계를 대변하듯이 협력과 갈등, 진전과 정체의 이중주
를 경험했음.

- 201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새로운 한ㆍ러 관계, 그리고 새로
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성명 채택,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 구축, 비자면제협
정(2014년 1월 1일 발효)을 체결하는 등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음.
-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북핵 문제에 따른 한국의
나진-하산 사업 참여 협상 중단, 한국 내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해 한ㆍ러 관계는 급속도로 정체되
었음.
- 2013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시까지 약 3년
동안 양국간 정상회담이 부재했을 뿐 아니라, 고위급 인사 및 협의체 간 교류도 감소했음.
- 푸틴 3기에 전개된 이 같은 양국 관계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공동연구 추진과 비자면제협정 체결에 따른 상호 인적교류 확대 등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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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3기 종료시점에 한ㆍ러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을 추진했
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거점인 극동에서 한ㆍ러 협력 활성화를 우선적이고 긴요한 과제
로 삼았음.
-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이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극동이라고 강조했음
- 또한 극동지역에서 한ㆍ러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9개 다리(9-Bridge: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산업단지) 전략을 토대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표 13.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간 주요 실무 협의체 논의내용
협의체

극동ㆍ시베리아 분과위
(2002년 이래
정례 개최)
* 기존 국장급에서 9차부터
차관급으로 격상
(한)외교부 차관보/
(러)극동개발부 차관

한ㆍ러 혁신 워킹그룹 회의
(2018년)
* (한) 과기정통부 차관
(러)경제개발부 차관

설립 목적

주요 논의 내용

- 8차 회의(2012년 7월, 울란우데): 극동에서 교역ㆍ투자활성화, 에너지,
보건ㆍ의료, 교통ㆍ물류, 건설ㆍ인프라,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 9차 회의(2015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한)유라시아 이니셔티브-(러)신동방정책
한ㆍ러 경제공동위 산하
연계 모색 차원에서 선도사회개발구역, 자유항 등 러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공유,
정부간
남ㆍ북ㆍ러 3각협력 방안 논의 등
실무 협의체:
- 10차 회의(2016년 7월, 모스크바): 한ㆍ러 투융자 플랫폼 활용방안 협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농ㆍ축산업, 수산업, 보건의료 등 주요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실질협력 증진, 양국
- 11차 회의(2017년 6월, 서울): 극동 내 한국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코트라
지자체간 교류ㆍ협력 확대
무역관과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간 협의채널(hotline) 구축, 한국 의료기관의
방안 협의
극동 진출 및 제약ㆍ의료기기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방안 등 논의
- 12차 회의(2018년 5월, 모스크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활성화 및 극동
투자진출 안내서 발행 등 투자ㆍ교역 활성화 방안, 보건ㆍ의료, 항만, 농수산,
임업, 건축자재 분야 외 남ㆍ북ㆍ러 3각협력 관련 철도ㆍ전력ㆍ가스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논의
한ㆍ러 정상회담
- 1차 회의(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 한ㆍ러 혁신 플랫폼 운영방안
(2018년 6월)에서 합의한
△ 혁신창업ㆍ벤처기업 지원 협력 △ 공동펀딩 조성을 통한 양국
‘한ㆍ러 혁신 플랫폼 구축’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협력 지원 논의
관련 실질 협력사업 논의

14차 한-러
- 1차 회의(2016년 3월, 서울): 한ㆍ러 투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투자사업
경제과학기술공동위
발굴 및 지원방식 논의, 투자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논의, 양국의 관심사업 제시
(2015년 10월)의 합의에
등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및
* (한)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한국은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극동 수산클러스터 사업, 한ㆍ러 연해주 농업개발
상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러)경제개발부 차관
공동연구 사업 제안
구성
한ㆍ러 투자촉진 실무그룹 회의
(2016년)

한ㆍ러 기업협의회
(2017년)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 - 2017년 12월 공식 출범, CJ대한통운이 협의회 회장사를 맡고, 러시아에 진출한
활성화 지원
포스코대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호텔, 신동에너콤, 한국통산 등 5개 기업이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회장단을 구성
대한상공회의소, KOTRA가 - 2018년 4월 1차 전체 및 분과 회의(기간제조, 첨단제조, 유통ㆍ물류ㆍ소비재,
지원
에너지ㆍ인프라ㆍ금융) 개최

자료: 외교부, 온라인 보도 자료(검색일: 2018. 10. 20) 극동ㆍ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관련 보도 자료 발췌 정리; 「제1차 한ㆍ러시아 투자촉진 실무그룹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한ㆍ러 기업협의회 출범… CJ대한통운 등 86개사 가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제1차 한ㆍ러 혁신
워킹그룹 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183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을 주
관하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임.

-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이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해 극동개발 협력을 담당할 추진체계를 구축했음.
한국은 2013년 11월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마련하여 협력사업 발굴
노력을 지속했으나,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 미흡,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는 거의 없음.

- 2015년 12월 한ㆍ러 투융자플랫폼 실무회의에 이어 2016년 3월 제1차 한ㆍ러 투자촉진 실무
그룹회의가 개최되었음.
- 2017년 9월 정상회담과 제16차 공동위를 계기로 한ㆍ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
은행(VEB)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신설했음.

표 14. 한ㆍ러 간 주요 투자 플랫폼
분류

주요 내용

- 2013년 11월 정상회담(푸틴 대통령 방한) 계기 러시아(극동 시베리아 지역 중심)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방식의 금융협력
증진에 대한 양국 정부간 인식 공유,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3개 MOU 체결
한ㆍ러
ㆍ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은행(VEB) 간 금융협력 MOU 10억 달러
투ㆍ융자 플랫폼 ㆍ 한국수출입은행– 스베르방크 간 전대금융 MOU 15억 달러
ㆍ 한국투자공사(KIC)–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간 공동투자 MOU 5억 달러
(2013년)
* 2015년 12월 한ㆍ러 투융자플랫폼 실무회의(모스크바)/ 2016년 3월 한ㆍ러 투자촉진 실무그룹 회의(서울)
* 2016년 12월 (러)VEB와 MOU 갱신 체결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2017년)

- 2017년 9월 정상회담 및 16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계기 한국수출입은행과 러 대외경제은행(VEB) 간 20억 달러 규모
금융협력체계 구축
ㆍ 극동 내 한ㆍ러 협력사업(에너지, 석유화학ㆍ정유, 자원, 인프라, 조선, 환경,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관광ㆍMICE, 농수산,
도시개발 등) 발굴과 참여자 모집, 금융구조화를 위한 공동노력 및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총 2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금융 지원
ㆍ 기존 VEB와의 투융자 플랫폼의 제약을 보완, 실질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체계 구축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7. 4. 7, 서울); 「한ㆍ러시아 극동개발기금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②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
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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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다리 플러스 알파 협력

- 최근 한ㆍ러가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환경, 보건ㆍ의료, 교육을 플러스 알파
(+ α) 협력 분야로 선정한 것도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수요와 잠재력이 크기 때문임.
- 한국은 극동진출에서 9개 다리 전략에 기초한 협력의 공고화ㆍ미래화ㆍ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음.
- 9개 다리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협력의 다변화 및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협력방안 모색
이 필요함.
- 중국과 일본이 극동진출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9개 다리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 플랫폼을 개선해야 함.
- 최근 한ㆍ러는 환경, 보건ㆍ의료, 교육을 추가적인 협력분야로 정했으며, 한국은 극동 EHealth 마스터플랜 수립, 의료인력 교류, 병원 진출 등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남ㆍ북ㆍ러 3각협력

- 남ㆍ북ㆍ러 3각협력은 한국과 러시아 간에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주요한 경제협력 이슈들 가운
데 하나이며 가스관, 철도망, 전력망 등 3대 인프라 분야에 대한 메가 협력 프로젝트는 대내외적
으로 큰 관심을 받았음.
- 남ㆍ북ㆍ러 3각협력에 대한 전략 구상은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대륙과의 통합성(integration)과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데 우선
적인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3자간 협력 프로젝트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천연자원과 에너지), 남한(자본과 기술), 북한(노동력과 지리적
입지)이 보유한 강점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남ㆍ북ㆍ러 3각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과 개념 정의, 추진규모와 공간적 범위, 공동협력 프로젝
트의 발굴 등을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접근해나가야 함.
- 기존 남ㆍ북ㆍ러 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작업과 동시에, 대내외적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남북러 3각협력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임.
-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경제활동분야는 크게 네 가지이
며, 이는 산림 협력(조림, 벌목, 목재 기계가공과 화학처리 분야 등), 수산업 협력(조업 및 수산물
생산, 양식장 및 양어장 개발, 수산물 가공 및 통조림 생산, 보존처리식품 및 수산식품 생산 분야
등), 농업 및 축산업 협력(채소 재배 및 쌀농사, 채소 통조림 생산, 콩 및 쌀 가공식품, 돈육 및
가금육 가공산업분야 등), 건설업 협력(인프라 시설, 주거 및 공공 시설 건설, 건축자재 및 구조
물 생산분야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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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
극동 연방관구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극동지역 9개 지방들에 대한 차별화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이 과정에서 개별 지방들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극동 지방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극동 9개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의 개발
현황과 주요 특징,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경제협력 부문을 선정하고, 이에 기초한 극동지
역 진출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임.

2) 러시아의 극동지역 대상 ‘나인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9대 협력 분야를 중심축으로 삼고, 극동지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 분야에서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전자는 러시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현대화와 산업다각화, 현지화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4기 사회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부문에서
양자간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3) 한국의 강점과 상호 의존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극동 협력전략 수립
한국은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노하우(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 경험, 상품화 역량, IT 등 혁신기술 및 디지
털 경제 노하우 보유 등)뿐 아니라, 비교우위 경쟁력(한반도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가치 등)과 상호 보
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의 극동 진출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의
차별화된 극동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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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ㆍ북ㆍ러 3각협력 사업 발굴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나진ㆍ하산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와 세부적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작업과 동시에, 사업 추진 계
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나진항과 연계하여 패키지(항만 배후 산업단지, 물류 클러스터, 크루즈 관광 등) 개발 프로
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남ㆍ북ㆍ러 3각협력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확장 역시 가능함.
-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전제로 상정한다면, 개성공단과 나선경제특구
에 한국과 러시아 기업들 간의 합작 진출,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남ㆍ북ㆍ러 공동 참여, 선
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극동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의 북한 인력
활용 등을 대표적인 남ㆍ북ㆍ러 3각협력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5)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
한국은 러시아와 중앙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협력을 증진해나가야 할 것임.

- 이는 상호간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양국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
이 있음.
- 한국과 러시아 지방기업들 간의 상호 접촉을 통한 신뢰 구축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발굴이 양
자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 전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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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ㆍ중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센토사 합
의)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 제1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후 제2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판문점), 제3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9월 19일, 평양)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관
계 지속 및 교류협력 재개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여건 조성(비핵화 합의) 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계적 대북제재 해제 방안 및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뒷받
침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북한의 법ㆍ제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외여건이 조성되어도 남북교류와 북한의 대외관
계 정상화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에 북한 경제 관련 법ㆍ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
여야 하며, 특히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과 (남북한 경제격차 축소를 위한)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무역ㆍ투자 관련 법ㆍ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관련 연구도 제한
적임.

- 그동안 북한 법ㆍ제도보다는 남북경협제도나 체제전환국(주로 중국, 베트남 등)의 법ㆍ제도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법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
적경제협력강화약정) 추진을 위해서도 북한의 무역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그간 남북경협은 민족 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무관세거래로 이루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묵
인해왔으나 향후 남북경협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통상 분쟁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한 CEPA를 체결하여 민족거래인 남북교역의 특수성을 대내
외적으로 공인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노동교류 허용, 자본투자 활성화, 무역ㆍ
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남북 민족내부거래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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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에 공인하는 한편, WTO가 주도하는 국제통상 법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남
북한의 경제통합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남북한 CEPA 체결은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과 국제시장 편입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외개방은 불가피한 절차이나 북한의 이해도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대비 하
고 있지 못하는 실정
- 한국은 대외개방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단계적인 대외경제개방을 하도
록 유도하기 위하여 남북한 CEPA를 체결하고 이를 전수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법ㆍ제도와 관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 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은 물론 대외경제 개방을 위한 북한의 무역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연구의 결과는 남북한 CEPA 체결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음.
- 또 북한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특징과 개선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함에 따라 서방국가들과의 무역확장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 제일주의’를 천명하여 무역ㆍ투자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무역질서를 체계화하고자 노
력하였으나 실질적인 대외무역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함.
2000년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ㆍ중 경협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ㆍ북중 간의 다양한 경협 합의문이 체
결되었으며, 연이어 이와 관련된 북한의 대외무역ㆍ투자 법안 제ㆍ개정이 이어졌음.

- 1999년부터 북한의 대외무역은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해에만 새로운 법안 제정 1건, 법안 수정 13건이 이루어졌음
(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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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 무역통계 변화 추이와 남북ㆍ북중 무역 관련 합의(1990~20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OTRA 북한 대외무역동향(무역통계)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시기 북한의 대외무역 법제화는 주로 대외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음.

-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인 국면 전환을 맞이함에 따라 남북ㆍ북중 경협 확장이 북한의 대외무역ㆍ
투자 법제화를 견인함.
- 남한, 중국과의 경협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거나, 수정
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제정, 2013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전면 개정, 2015년 「외
국인투자기업로동법」 개정 경험들로 미루어봤을 때 특정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

- 첫째 북한의 무역ㆍ투자 관련 법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실질적인 사업을 매개로
해야 하며, 법ㆍ제도 개선만 논의할 경우, 성과 없이 협의가 중단될 개연성이 큼.
- 둘째 최근 대북제재로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북ㆍ중 경협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도
가 친중화될 개연성이 있으며, 남북 법제도 격차가 커져 남북한 경제통합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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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물류ㆍ통관 효율성 분석
북한 무역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출입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대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Positive
방식임.

- 원칙적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이기 때문에 수출입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복잡
하고 장시간이 소요됨.
- 그러나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보면 경제 관련 법ㆍ제도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이는 국가기관 또는 의사결정권자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무역도 개별
무역주체들, 또는 세관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시장화 현상과 비공식 경제의 확대로 인해 실제 무역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ㆍ제도와 관행거래방식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물류성과지수(LPI)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은
물류의 효율성은 낮지만 국제표준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음(표 1 참고).

※ 북한의 물류 수준과 통관 효율성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해 IMF에서 2~3년마다 한 번
씩 도출하는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북한 물류 수준은 2018년 기준 가장 낮게 나온 아프가니스탄보다 낮은 수준임.
- 대부분의 부문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세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으나 세관통관부문
과 국제수송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2018년 물류성과지수 대비 북한의 물류
물류성과 6대 부문

내용

최고점

최하점

북한지수
(161개국 중 순위)

세관통관
(Customs)

세관을 비롯한 국경통과의 효율성

독일(4.09)

앙골라(1.57)

2
(144위)

인프라
(Infrastructure)

무역과 물류 관련 인프라의 수준
(항만, 철도, 도로, 통신시설 등)

독일(4.37)

기니(1.56)

1.6
(160위)

국제수송
(International shipments)

경쟁에 기반한 좋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용이성

벨기에(3.99)

부탄(1.8)

2.8
(68위)

물류능력
(Logistics Competence)

물류서비스의 능력과 수준
(물류종사자, 무역대행업자 등)

독일(4.31)

파푸아뉴기니(1.88)

1.2
(161위)

추적 용이성 (Tracking &
Tracing)

화물 추적 용이성

핀란드(4.32)

리비아(1.64)

1
(161위)

신속성
(Timeliness)

예정된 시간 내 화물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신속성

벨기에(4.41)

기니(2.04)

2
(161위)

독일(4.20)

아프가니스탄 (1.95)

1.77
(161위)

총물류성과지수(LPI)

자료: 북한 파트는 질문지 응답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머지 국가 평균은 2018년 물류성과지수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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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승인기관 및 수출입을 위한 서류 개수, 통관시간 등으로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통관 효율성
역시 LPI 조사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고).

표 2. 통관 효율성 LPI 비교
동아시아
평균

최상위 25% 최하위 25%
평균
평균

북한

수입과정 중 승인받아야 할 정부기관의 수(개)

3.31

4.79

2.12

6.9

수출과정 중 승인받아야 할 정부기관의 수(개)

3.16

4.76

1.93

6.9

수입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수(개)

4.56

5.14

2.41

6.6

수출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수(개)

4.17

5.21

2.02

6.6

수입과정 중 세관신고서 제출부터 세관통과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물건 검사가 없는 경우)(일)

1.2

2.34

0.73

6.1

수입과정 중 세관신고서 제출부터 세관통과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물건 검사가 포함될 경우)(일)

2.57

3.86

1.60

10.9

수입화물에 대한 물리적인 검사(엑스레이 또는 스캔)가 이뤄질 평균적인 확률(%)

22

32

10

80

수입화물에 대해 한번 이상 물리적인 검사가 이뤄질 확률(%)

13

13

5

92

자료: 북한 파트는 질문지 응답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머지 국가 평균은 2018년 물류성과지수보고서 참고.1)

남북 교역 및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마련된 법ㆍ제도에서 해외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북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호소하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3通(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임.
- 대북 교역 및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규와
실제로 해당 법규가 철저히 집행되기 위한 사회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제수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추가적, 형식적인 법 제정보다 근
본적인 법적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북한 대외 무역의 상당 부분은 계획에 의해 이뤄지므로 심각한 수출입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북한
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개방경제로의 이행 시 현재의 비관세장벽을 개선하는 한편 북한 경제와 산업 현실에 맞는 관세
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 Arvis, Jean-François et al.(2018), “Connecting to Compete 2018: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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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WTO 규정을 중심으로)
WTO는 최혜국대우(MFN)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중심으로 한 비차별대우(nonidscrimination)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북한의 ① 무역권한 제한 ② 계획에 따른 무역(품목,
수량)제한조치는 해당 원칙에 위배됨.

- WTO 규범상 무역권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특정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비차별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가격정책 역시 투명하고 비차별적으
로 운용되어야 함.
- WTO 규범상 수출물량의 제한과 같은 수출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국가안보, 공공질서의 유지,
인간ㆍ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보호, 자연자원 보존 등의 목적 외에는 불허하고 있으나 북한이 자
체적인 계획과 정책 목적에 따라 수출물량을 규제하고 있는 점은 규범에 위배됨.
북한의 WTO 가입 시 상기한 무역권한 및 무역제한 조치 이외에도 노동 고용 및 관리에 대한 국가통제,
투자보호규정 및 통관검역제도 미흡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향후 WTO 가입 협상에만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의 정상무역관계 설정이
WTO 협상기간 단축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임.

- WTO 신규 가입국에 대한 협상기간은 평균 10년 정도 소요되며, 최빈개도국에 대한 협상기간도
10~15년 소요된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북한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
-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로서의 투명한 경제ㆍ무역 정책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관련 자료 준비뿐
만 아니라 기존 회원국들의 시장개방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데에 많은 시간
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임.
-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주요 체제전환국은 WTO 가입 직전에서야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TN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받았으므로 북ㆍ미 간의
정상무역관계 구축은 북한 WTO 가입에도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3. 정책 제언
북한이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ㆍ제도의 고도화와 실질적 이행을 바탕으로
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ㆍ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개선도 동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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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른 체제전환국처럼 수출과 FDI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모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①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②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관세제도 구축 및 비관세장벽 완화ㆍ폐지가 이루
어져야 함.
대외적으로는 ③ 대북제재 완화ㆍ해제 ④ 국제사회로부터 신뢰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⑤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무역ㆍ투자 관련 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함.

1) 북한 무역제도 개선 방향: 법치주의 확립, 관세ㆍ비관세 제도, 국제사회 신뢰회복, 무역협정
체결 및 전문가 양성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 주민으로
제한 ㉢ 법ㆍ제도 구속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무역법제의 양과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법제도를 벗어난 관행과 관례에
대해서는 법ㆍ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 구속력을 높여 나가야 함.
현재 북한의 관세율은 북한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

- 북한의 관세율은 원자재에는 높고, 최종 생산품에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므로 ‘원자재에는 낮은 관세, 최종 생산품에는 높은 관세
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 적정한 관세율 설정은 향후 북한이 국제무역협정, 또는 국제기구 가입 협상과정에 대비해서라도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임.
북한의 현행 관세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함.

- ⓐ 북한 경제와 산업 사정에 맞게 현재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 남한의 1970~80년대 관세율 수준을 기준점으로 하는 방안
ⓒ 제3세계 체제전환국의 평균 관세율을 기준점으로 하는 방안
단기간에 북한의 관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안과 ⓒ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 방안은 1970~
80년대 남한, 또는 제3세계의 경제상황에 맞게 설정된 것이므로 현재 북한 경제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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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완전한 법ㆍ제도, 3통 문제, 노무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은 국제 무역 규범과 관행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① 북한의 무역 법 및 제도의 미흡함과 해당
정보에 대한 폐쇄성 ② 3통(통신, 통관, 통행) 문제 ③ 직접적인 노무관리 불허로 정리할 수 있음.
-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북한 경제와 주민에 대한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제 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남북한 경협제도 개선 등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경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부터 단계적으로 해결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신뢰를 회복하여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①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 등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비하여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임.

2) 북한 무역법제도 3단계 개편안: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 → 북한의
WTO 가입
갑작스러운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은 북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 개혁과 개방의
수준을 한반도 → 동북아 → 국제사회와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1단계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을 통해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소프트인프라 구축을 도모해야 함.

- 관세는 종전과 같이 민족내부거래에 따른 ‘무관세 원칙’을 견지하되, 관례ㆍ관행의 명문화, 3통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남북교류협력법 및 4대 경협합의서 등의 개정을 추진해야 함.
제2단계에서는 북한과 남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일부 동남아 국가 등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함.

-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통계 공개, 자본과 노동 교류의 제한적 허용, 지적재산권 및 해외자본
반출 보호, 주변국과의 채무 및 재산권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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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에서는 북한의 WTO 가입을 전제로 전반적인 무역 관련 법ㆍ제도를 개편해야 함.

- 한국이 1967년 GATT에 가입할 당시에는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MFN 의무예외인정절차를 밟
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남북교역에 대한 MFN 예외를 인정받
을 수 있도록 남북 간의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함.

3)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남북 간의 주요한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와 4대 경협합의서(2000년)는 오래전에 체결되어
남북경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완결성이 부족하므로 개정이 필요함.

- 현재 남북한 간에는 15개의 합의서가 존재하나 대부분 남북 교류협력, 즉 상품무역에 집중하고
있어 이를 노동/서비스/자본투자 등의 분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 CEPA 체결은 현재처럼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어 남북한 간에 경협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남북한 CEPA 체결은 북한 경제 개방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남한은 북한과 한민족이기에 북한 경제가 가진 특수성을 높은 수준에서 배려해줄 수 있는 유일
한 협력 상대이며, 또한 남한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50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
과 개방화ㆍ국제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에 시사할 만한 경험이 충분함.
CEPA 체결 방식은 먼저 ‘4대 경협합의서(2000년) 개정’으로 시작하되, 협의 완료는 ‘남북한 포괄적 경제
협력강화약정(CEPA) 체결’로 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협정의 형태는 북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정협정방식이 바람직함.

4)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북한은 접경국(중국, 러시아, 일본, 일부 동남아 국가)과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산업발전과 무역 관련 법ㆍ제도 개편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음.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문화적 유사성과 지역적 근접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CEPA
체결보다는 어려우나, 북한의 WTO 가입보다는 쉬운 방식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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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에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 시기와 속도, 주변국과의 경제규모 비대칭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북한의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한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도 고려해야 함.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international market)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WTO 가입이 불가피함.
- 문제는 WTO 가입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쟁점과 이슈를 정리하고
정책대안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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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정체 및 둔화는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ㆍ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한ㆍ인도 CEP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11년 126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자유무역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듯했으나, 이후 대인도 수출은 물론 수입이 함께
정체하면서 최근까지 양국간 교역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2017년에는 대인도 수출이 전년대비 29.8% 증가하며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구조
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요인이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GVC 약화 등으로 세계 교역이 둔화되고, 인도의 대세계 수입 역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인도 수출 정체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하지만 고성장과 산업구조 및 수입수요 변화, 개혁ㆍ개방 등으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은 물론,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을 등에 업고 대인도 진출
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점차 뒤처지고 있음.
본 보고서는 대인도 수출 정체요인을 추정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일환인 신남방정책 추진
에 기여하고자 함.

-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 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함.1)
- 그러나 한ㆍ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정체된 상황으로 양국 정상간 합의
한 교역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
한 시점임.
- 이에 본 보고서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와의 협력 가운데 교역, 그리고 교역
중에서도 수출 확대 과제에 우선 초점을 맞춤.

1) 신남방정책의 골자는 인도, 아세안과 신남방정책의 사람ㆍ평화ㆍ상생의 3P(People, Peace, Prosperity) 공동체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현재의 미ㆍ중ㆍ일ㆍ러 4강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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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결정 잠재요인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결정 잠재요인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요인(경쟁요인)과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순환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내부적 요인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시장 진출ㆍ발굴ㆍ네트워크 역량, CEPA 활용도,
현지 생산으로의 전환, 신규대체시장 발굴이 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경쟁우위, 산업 및 수요 구조 변화, 로컬 생산 및 조달 확대, 경기변동, 환율변동, 통상환경 변화
로 분류할 수 있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우리 기업의 대인
도 수출경쟁력 결정 잠재요인을 기반으로 경쟁력 변화요인을 추정함.
◦단 이 가운데 경기변동, 환율변동 등의 요인은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제외하고 분석

그림 1. 우리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결정 잠재요인 재구성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인도의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인도 수출 경쟁력이나 애로사항을 분석하기에 앞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주요 특징들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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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수입구조는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생활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면
서 산업용 원자재와 연료 중심에서 전자기기를 비롯한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원유, 금 같은 원자재보다는 제조업에 수출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인도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 그러나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산유국과 귀금속 수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다음의 핵심 수입국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대부분 인도의 수입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인도의 수요가 높은 품목들과 대부분 일치하는데, 그중에서
도 전자기기와 철강, 플라스틱 등의 품목들은 수출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증가율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함.
- 그러나 그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이미 기계류나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들에서는 수출
이 눈에 띄게 둔화되거나 심지어 감소함.

표 1. 인도의 수입품목과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비교(2010~17년 누적)
순위

인도의 수입품목
(HS 코드) 품목명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목
수입 비중

(HS 코드) 품목명

수출비중

1

(27) 광물성 연료

12.1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17.6

2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11.9

(84) 기계류

13.9

3

(84) 기계류

11.6

(72) 철강

13.4

4

(71) 귀금속

11.4

(87) 자동차부품

9.3

5

(29) 유기화학품

5.5

(39)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9.1

6

(72) 철강

3.9

(29) 유기화학품

6.9

7

(39)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3.6

(27) 광물성연료

5.4

8

(15) 동식물성 유지

3.5

(40) 고무 및 관련제품

2.9

9

(90) 정밀기기

2.4

(71) 귀금속

2.8

10

(31) 비료

2.2

(90) 정밀기기

2.0

(87) 자동차부품

1.7

(31) 비료

0.1

(40) 고무 및 관련 제품

1.1

(15) 동식물성 유지

0.0

이하

주: HS 코드 2007년 기준. HS710812와 HS270900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임.
자료: WITS(검색일: 2018. 10. 23)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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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구조를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의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
출 정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첫째, 인도의 수입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추정되는 현지 생산과 비관세장벽의 확대
◦인도 정부의 현지 생산 요구는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인도가
시행한 무역보호조치 총 63건 중 18건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품목에 적용됨.

- 둘째,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전자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등 인도의 상위 수입품목들은 물론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 우
리나라의 인도 시장점유율이 10%를 웃도는 품목들에서도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셋째, 인도의 수입수요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및 수출역량 부족
◦우리나라의 수출이 인도의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들은 각종 플라스틱 중합체, 합성고무
제품, 일부 기계류와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등이 있음.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다른 국가들
의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음.
◦여기에는 현지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정보부족이나 한ㆍ인도 CEPA 활용에서의 어려움, 신규 시장
발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3)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지수를 중심으로
앞서 확인한 우리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HS4단위 기준 세부 품목의 경쟁력 변화요인을 추
정함.

① 분석 범위 및 방법
2010년에서 2017년 누적 기준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 10개(HS 2단위) 가운데 귀금속(HS71)을 제외한
전기기기(HS85), 기계류(HS84), 철강(HS72), 자동차부품(HS87),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HS39), 유기
화학품(HS29), 고무 및 관련 제품(HS40), 광물유와 이들의 물질(HS27), 정밀기기(HS90) 품목에 대해
분석2)

- 품목 분류는 HS2007 기준이며, 분석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임.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와 수출경합도지수(ESI)를 살펴보았으며, HS4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경쟁력 변화요인을 분석

2) 귀금속의 경우 한ㆍ인도 CEPA 협정에 따라 2017년부터 금세공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인도 정부의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에 따라 상계관세가 폐지되면서 2017년 7~8월 대인도 수출이 급증했으나, 인도 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일시적인 증가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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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고려되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을 주요 비교 대상국으로 분석함.

② 품목별 경쟁력 변화요인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약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수는 세계 경쟁력 하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세계 경쟁력은 상승하였으나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은 전자기기(HS85), 기
계(HS84), 정밀기기(HS90)등의 일부 세부 품목으로, 이러한 품목의 대부분은 중국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3)
-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플라스틱 품목의 경우, 모두 일ㆍ인도 CEPA 양허가 한ㆍ인도
CEPA의 양허보다 유리하며, 이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유기화학(HS29) 및 고무(HS40), 철강(HS72)의 일부 세부 품목의 경우, 인도의 비관세조치가
경쟁력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현지화의 영향을 받은 품목은 자동차부품(HS8708)이 대표적으로 우리 자동차 기업의 현지 생산
표 2. 한국의 대인도 경쟁력 하락 요인과 대표 품목
요인

주요 품목

HS 4단위 품목

전자기기(HS85)

TV, 라디오 등 부품(HS8529)
절연전선, 케이블(HS8544)
무선전화기 부품(HS851770)

기계(HS84)

금속주조용 주형틀(HS8480)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HS8479)
진공펌프, 후드(HS8414)

정밀기기(HS90)

액정디바이스(HS9013)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HS9001)

일ㆍ인도 CEPA

플라스틱(HS39)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HS3904)
에틸렌의 중합체(HS3901)
스티렌의 중합체(HS3903)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HS3902)
아크릴의 중합체(HS3906)

철강(HS72)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HS7209)

비관세조치

유기화학품(HS29)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HS2917)

중국과의
경쟁 심화

현지화/로컬 조달

고무(HS40)

공기타이어(HS4011)

자동차부품(HS87)

부분품과 부속품(HS8708)

철강(HS72)

냉간압연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HS7209)

유기화학품(HS29)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HS2917)

고무(HS40)

공기타이어(HS4011)

자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1인당 GDP 2,000달러 미만 수준의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린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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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유기화학(HS29) 및 고무(HS40), 철강
(HS72) 등 일부 세부 품목 또한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이
하락함.
한편 대세계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된 일부 품목은 한ㆍ인도
CEPA 양허품목으로 CEPA 협정 관세 혜택으로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4) 수출 애로요인 분석: 설문 및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3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인도 현지 진출 우
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애로사항과 사례를 함께 제시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정체요인
을 분석함.

①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인도 3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애로요인 설문’을 실시

- 응답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기계 및 정밀기계 26.4%(79개), 자동차부품 15.7%(47개), 화학공업
제품 15.3%(46개), 철강 9.3%(28개), 전자전기 8.3%(25개), 플라스틱 7.7%(23개) 등으로 우리
나라의 대인도 품목별 수출구조와 대체로 유사
- 기업규모의 경우, 고용기준 총 300개 응답기업 중 절반 가량인 152개 기업이 고용인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었으며, 50명 이상~300명 미만 기업이 119개, 나머지는 300명 이상의 중견기
업 이상임.
-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270개 업체는 순수 수출만 하는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30
개 기업은 인도 현지에 직접 생산시설 및 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진출(56.7%)했거나, 인도기업과
의 합작사 설립(13.3%), 또는 인도 로컬기업 및 인도 진출 한국기업과의 인수합병(16.7%)을 통
해 진출한 인도 투자진출기업임.
설문조사에 참여한 300개 기업 중 최근 대인도 수출이 정체, 또는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기업과 증가했다
고 응답한 기업을 그룹화하고 각각 해당 현상에 대한 요인을 기업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함.

- 총 300개 응답기업 중 67.6%에 이르는 203개 기업이 최근 대인도 수출이 감소했거나 정체되었
다고 응답함.
- 대인도 수출이 정체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산업의 대부분이 인도의 주력 수입품목이자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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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외부적 요인으로는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과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하락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기계, 전기전자, 화학/플라스틱, 철강, 자동차부품/정밀기계 등 대부분 주요 수출품목에서 동일
하게 나타남.
-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서 중국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인도
로컬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 역시 큰 것으로 조사됨.
내부적 요인의 경우 품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주로 △기업들의 인도 현지 시장 발굴 및 유통판
매 네트워크 확보역량이 부족 △기업 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 현지화 등으로 인해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된 것으로 추정됨.

- 우리 기업의 저조한 CEPA 활용률과 인식 또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② 현지 간담회 개요 및 조사 결과
현지 간담회는 대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델리와 첸나이에서 각각 1회씩 개최

- 델리 및 첸나이 간담회에는 각각 1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들 기업의 현지 생산 및
수출 품목은 기계류, 철강, 자동차부품, 섬유, 석유화학 등이 주를 이룸.
현지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 및 수출 애로요인 역시 설문조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특징을 보임.

-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상당 비중이 대인도 수출 정체의 외부적 요인으로 복잡한 통관절차,
비관세장벽, 경쟁심화 등을 지적함.
- 내부적 요인으로는 현지 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역량 한계,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현지화 등을 지적함.

5) 품목별 대인도 수출 정체요인 종합평가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한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ㆍ외부 요인을 ｢부표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매트릭스｣와 같이 매트릭스로 구조화해 분석, 평가함.

- 앞서 분석한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과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
석: 무역지수를 중심으로’는 외부적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주 기준으로 활용했으며, 이 중 분류
가 다소 모호하거나 근거가 없는 품목, 또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등은 설문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완

208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① 기계류(HS84)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주력 기계류 품목의 수출 감소, 정체 요인은 대체로 내부적 요인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 내 시장경쟁 심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반면 수출 잠재품목의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도의 산업/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서 수출이 감소, 또는 정체된 것으로 분석됨.

② 전자기기(HS85)
전자기기품목의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내, 외부 요인이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주력품목인 HS8501은 기업 내부적으로 경쟁력 저하와 시장 진출역량 부족, 저조한
CEPA 활용도, 현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CEPA 양허 제외로
인한 관세부담,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③ 화학(HS29), 플라스틱(HS39)
화학류의 경우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영향으로는 경쟁력 저하 및 역량 부족, 인도를 보완 및
대체할 신규시장 발굴이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적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플라스틱류의 경우 내부적으로 경쟁력 저하 및 역량 부족, CEPA 활용도 저조, 신규시장 발굴 등의 요인이
외부적으로는 관세장벽과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 요인이 대체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④ 철강(HS72)/철강제품(HS73)
철강 및 철강제품은 비교적 우리나라가 대인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나 일부 품목
(HS7209, HS7220)에서 내부적으로 경쟁력 저하 및 시장 확대 역량의 한계를 겪고 있는 가운데 외부적
으로 인도의 높은 비관세장벽과 과당경쟁, 그리고 인도 내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품목 중 상당수가 인도의 비관세장벽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정체되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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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동차부품(HS87), 정밀기계(HS90)
자동차부품(HS8708)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인도의 높은 관세율, 내부적으로는 현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정밀기계품목은 인도 내 과당경쟁으로 기업들이 수출 감소, 정체를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

표 3.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분류
품목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화학(HS29), 플라스틱(HS39)
철강(HS72)/철강제품(HS73)
자동차부품(HS87),
정밀기계(HS90)

구분

요인

외부적

비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 구조 변화, 현지 생산/조달 확대

내부적

CEPA 활용도 저조, 기업경쟁력 저하

외부적

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 구조 변화, 현지 생산/조달 확대

내부적

CEPA 활용도 저조, 기업경쟁력 저하, 현지화

외부적

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 구조 변화

내부적

CEPA 활용도 저조, 기업경쟁력 저하, 인도 외 신규시장 발굴

외부적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 구조 변화,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내부적

CEPA 활용도 저조, 현지화, 인도 외 신규시장 발굴

외부적

관세장벽, 과당경쟁, 산업/수요 구조 변화

내부적

현지화, 인도 외 신규시장 발굴

자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정책 제언
1) 내ㆍ외부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
①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
인도의 산업, 수요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우리 기업들은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메이크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등 인도의
주요 정책과 산업 및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수요
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인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계류(HS84), 전기전자(HS85)류 중심
의 자본재, 또는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가격 측면에서 중국의 공세에 경쟁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부가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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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재(소비재) 또한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제품을 중심으로 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
든 만큼, 비교적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요하는 제품 중심으로 인도의 높아진 구매력에 대응할
필요
- 디지털 경제화에 따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통신기기, 사물인터넷, 5G, 모바일
관련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전자기기(HS85) 제품 수요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품목 수출기회를 적극 모색해볼 필요
로컬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 한국기업들은 독자적인 진출보다는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형태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진출형
태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지만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종료나 조건 변화,
또는 협력사의 시장 철수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업환경 변화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우리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로컬기업이나 다국적기
업과의 파트너십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인도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해볼 때 우선 동반진출을 통해 인도 수출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
한 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래범위를 확대하면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현실
적임.
CEPA 활용도 제고

- CEPA 발효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수출 CEPA 활용률은 다른 FTA
의 평균 활용률 이하인 60% 수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CEPA 활용률이 낮은 요인은 주로 자사
수출품목의 CEPA 양허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CEPA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
- CEPA 활용지원센터, 코리아플러스와 같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여력
이 있는 기업의 경우 CEP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
하거나 기업 내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

② 장기적, 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비관세장벽 완화

-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까다로운 세관심사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어려움과 반덤핑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대인도 수출의 감소, 정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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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제도적 기술적 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통관절차를 담당
하는 주정부와의 협력 역시 강화할 필요
- 2018년 9월 처음으로 개최된 무역구제 협력회의 정례화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립하고
상호 비관세장벽 완화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화채널로 적극 발전시킬 필요
CEPA 개선 협의 지속

- 한ㆍ인도 CEPA에는 석유화학(HS29), 자동차부품(HS87), 플라스틱(HS39) 등을 중심으로 여전
히 미양허품목이 다수 존재함.
◦CEPA 발효 9년이 지난 2018년 현재 기준, 당시 합의했던 양국간 양허수준은 2017년을 기점으로
모두 스케줄에 따라 관세의 완전 철폐, 또는 부분적 철폐가 이루어진 상태임.

- CEPA 협상 당시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
◦특히 최근에는 인도가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인상한 바 있는데, 이 관세 인상
품목 가운데 한ㆍ인도 CEPA 미양허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의 상당수
가 관세장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4)

- CEPA 특혜관세 사후 환급, 원산지증명서 중복요구(매 선적 시), 까다로운 원산지 심사 등 CEPA
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또한 필요
현지화, GVC를 통한 교역 선순환 환경 구축

- 우리의 대인도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중국과 가격, 또는 일부 품질 측면에서 점차 경쟁열위
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인도 로컬기업과의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어 수출경쟁력 저하는 불가
피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
- 현지화를 통한 수출 선순환 효과로 우리 기업이 대인도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인도를 GVC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한다면 이는 양국 교역 확대
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인도ㆍ아세안 간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생산거점인 아세
안과 이어지는 GVC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교역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주요 CEPA 미양허 및 부분적 관세 철폐 품목: △ 자동차부품: 392690, 401110, 401693, 700711, 700910, 731875 등 49개
△ 석유화학: 290532, 290711, 291612, 291732, 390410, 390720, 391793, 391990, 932190, 392329, 400921 등 △
전기전자: 853710, 854449, 854430, 854411, 854420 등 △ 철강 및 철강제품: HS720421, 721933, 7318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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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방안
양적 수출은 물론, 대인도 투자(현지화) 또는 양국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ㆍ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ㆍ외부
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

① ‘한ㆍ인도 무역 공동 연구ㆍ조사’ 추진
인도의 고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산업고도화,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수입수요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IEP와 같은 싱크탱크, 산업통상부, 코트라, 민간협회 및 단체, 학계 등과 인도
측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ㆍ인도 무역 공동 연구ㆍ조사’ 추진

- 과거 비정기적이고 성과가 미진했던 공동연구그룹과 달리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
한 공동연구사업으로 시스템화하여 추진할 필요
- 프로그램을 항시화하여 지속적으로 협력기회를 관찰하고 안정적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편 품목별 수요 변화 이슈를 넘어, 공동연구의 범위를 양국간 통상이슈, 현지화, 협력사업 발굴
등으로 확대

② 한ㆍ인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지속가능한 인도 로컬기업과 인도 기진출 한국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개발

- 매칭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경우 그동안 인도 내 로컬기업과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인도 로컬기업은 물론, 인도 진출 다국적기업과의 수직연계기회 확대는 인도 내 생산확대를 유
발해 한국 모기업이나 협력사 등으로부터의 자본재, 원부자재 조달 확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의 대인도 수출 선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도를 GVC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아웃소
싱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③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양국간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와 상호 출연을 통해 아세안 수준으로 ‘한ㆍ인
도 협력기금’을 조성

- 최근 양국간 다양한 경제현안이 산재해 있고, 무엇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협력기금은 전무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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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측이 협력기금을 주도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여 양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 제시한 △ 양국 무역 공동 연구ㆍ조사 추진 △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확대 △ CEPA
활용도 제고 △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등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
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④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 중심 신도시’ 개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 선순환과 질적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국 협력
개발사업인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추진

-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인도시장 내 중국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경쟁력 제
고를 위해서는 현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본 사업을 통해 인도와 장기적이고 안
정적인 교역 및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특히 우리의 역량과 인도 측의 관심분야를 고려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자동차, 전기전자, 식
품가공, 제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
- 사업 추진은 다양한 신도시를 단기에 성공적으로 개발한 우리의 경험과 양국 정상간 약속한 100
억 달러 금융패키지를 바탕으로 기진출 혹은 진출 예정 기업, 공공기관, 정부의 역량을 패키지화
한 Team Korea 형태로 참여
- 대규모 사업보다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조기에 개발ㆍ성공시켜 Team Korea 역량과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추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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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 요인 매트릭스
내부적 요인
경쟁력 저하/
역량 부족

CEPA 활용도 저조

현지화
(수입대체)

HS2905

HS3903

HS7318

관세장벽

HS3904

HS8501

HS8501

(미양허 등)

HS3910~20대

HS8544

HS8544

HS8501

HS8536

HS8536

신규시장
발굴(인도 외)

기타(불분명)

HS7204~23
HS2905
HS3904
HS3910~20대

HS3901
HS3902
HS3903
HS3906

HS8708

비관세장벽

HS2905
HS7220*

HS2903

HS7204~23
HS8479

HS8501

HS2905

HS8544

외
부
적
요
인

경쟁열위

HS8517

HS3910

HS8529

HS8479

HS8536

HS8480

HS2929
HS7204~26

HS7304~23
과당경쟁/

HS2917

HS8414
HS7304~23

HS3910~20대
HS9031~9032

HS8415
HS8462
HS8504/28/29

HS8544

HS1701
HS2704
HS2809
HS2921/41
산업/수요
구조 변화

HS3002

HS7209
HS8407

HS8708

HS3904

HS8544

HS4001/4011
HS4707
HS7103
HS8411/26/45/71
HS8473/77
HS8523
HS8714

HS7209
현지 생산/

HS7219

조달 확대

HS7220
HS8501

HS3903
HS8479
HS8480

HS7209
HS7219

주: 1) 철강 중 HS7208, HS7210, HS7225, HS7207, HS7221는 제외(수출경쟁우위품목임).
2) HS3920, HS8536, HS9031, HS9032는 2장, 3장에서 수출경쟁 우위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수출 감소, 정체를 체감하는 품목으로
조사되어 본 분석에 포함시킴.
3) 내부적 요인은 수출주체인 기업 측 요인, 외부적 요인은 수출대상국인 인도 측 요인임.
자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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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음.

-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
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주도 전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국유부문이 확대되
고 민영경제가 축소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
성장률 둔화가 지속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투입한 4조 위안의 대규모 정책자금은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에 집중되어 심각한 설비과잉을 초래하였고, 기초 인프라와 부동
산 분야에서도 심각한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를 야기함.
공급 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조절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질
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함.

-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
- 개혁ㆍ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
공급 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고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임.

-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제
시한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의 부상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
한 판단기준 제공
-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중국경제의 단기 리스크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진단하고 한국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 전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에 따라 새로운 한ㆍ중 관계와 한ㆍ중 경제
협력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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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 배경 및 특징
공급 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생산요소시장 요인, 산업 요인, 금융 요인, 대외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국진민퇴’를 해결하고 △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공급 관리를 통해 지속ㆍ안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생산요소시장) 노동시장이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하였고 자본 한계생산
성이 하락함에 따라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에서 총요소생산성 제고의 혁신형 성장모델로 전환하
기 위한 것임.
- △(산업적 요인)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을 해소하고 신산업을 육성
하고 △(금융 요인) 중국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실물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과 금융 간 연결고리를 제거하며 △(대외 요인)
세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공급 측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크게 △무효공급 축소와 △유효공급 확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별 중점과제와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의 5대 중점과제로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부
동산 재고 해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을 제시함.
- 공급 측 구조개혁 시행 초기에는 무효공급 축소와 관련된 철강 및 석탄 분야의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 리스크 방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
- 2018년 공급 측 구조개혁의 3대 중점과제로는 △한계기업 퇴출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제시함.
-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에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별 중점과제 우선순위는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기업원가 절감을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
력 창출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공급 측 구조개혁의 시기별 중점과제 분류
주요 분야
무효공급 축소 철강, 석탄, 시멘트, 태양광 등 설비과잉 산업,
(減法)
중소도시 부동산 재고
유효공급 확대 첨단산업, 서비스업, 신산업, 대도시
(加法)
공공주택, 교육, 의료, 기초 인프라, 환경보호

5대 중점과제(2016~17년)
설비과잉 해소(去産能)
기업부채 축소(去杠杆)
부동산 재고 해소(去庫存)
기업원가 절감(降成本)
취약부문 보완(補短板)

3대 중점과제(2018년)
한계기업 퇴출(破)
기업원가 절감(降)
신성장동력 육성(立)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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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시기별 중점업무 우선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E)

2020년(E)

1

설비과잉 축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

2

부동산 재고 축소

설비과잉 축소

기업부채 축소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원가 절감

3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부채 축소

기업부채 축소

4

취약부문 보완

취약부문 보완

설비과잉 축소

설비과잉 축소

설비과잉 축소

5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 재고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주 : 1) ‘1~5’는 우선순위를 의미하고 ‘1’은 최우선 순위를 의미함.
2) 2019~20년은 예상 순위임.
자료: 2016년은 EIU(2017) 참고; 기타 연도는 저자 작성.

공급 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는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제시함.

- 공급 측 구조개혁은 1980년대 레이건-대체의 공급주의 정책과는 배경, 이론적 근거, 정책수단,
주체, 정부와 시장 간 관계, 파급 영향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
한 발전전략이라는 특징을 지님.
- 공급 측 구조개혁의 정책수단에는 거시경제 정책, 국유기업 구조조정 정책, 산업 고도화 정책,
부동산 정책, 고용 정책, 인적자본 개발 정책, 세제 및 가격 정책, 사회보험 정책, 교육 및 혁신
정책,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등 질적 성장과 경제ㆍ산업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포함

2)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2009년부터 중국 석탄, 철강 등 전통산업 분야는 설비과잉 현상이 심화되어 기업수익이 하락하고 경영난
이 심화되어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 국유기업의 설비과잉 현상이 심화된 배경으로는 △대규모 정책자금 투입에 의한 설비과잉
투자 △기업의 낙관적 시장 전망 및 맹목적 투자 △지방정부의 투자 경쟁 △미흡한 기업 퇴출
시스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부족 등이 있음.
- 국가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2016년 △석탄 채굴 △발전 △비금속광물 제조 △장비 제조 △철금
속가공업 △식품가공업 △화공 △의약 제조업 순으로 설비과잉(설비 이용률이 75% 하회)이 심
하며, 이 중 석탄 채굴업은 설비 이용률이 60%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과잉이 심각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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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주요 업종별 설비 이용률(2016년, 2017년)

주: 2016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배열함.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8), 「2017年四季度全国工业产能利用率为78.0%」, http://www.stats.gov.cn/tjsj/zxfb/20 1801/t20180119_1575361.html(검색일: 2018.
8. 20).

중국정부는 2015년 설비과잉 분야를 지정하여 설비과잉 해소 목표를 설정하고 철강 및 석탄 분야 설비과
잉 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중국은 2009년부터 설비과잉 해소 정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철강, 시멘트, 전해질 알루
미늄, 판유리, 조선 등을 주요 설비과잉 5대 업종으로 선정하여 생산설비 정리 및 퇴출을 추진하
였으나 정책효과가 크지 않고 관련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됨.

표 3. 철강 및 석탄 분야 설비과잉 해소 주요 정책
구분

목표

철강 분야
-

주요 임무 -

석탄 분야

2016년부터 5년간 조강 설비 1억~1억 5,000만 톤 퇴출 - 2016년부터 3~5년 내에 석탄 설비 약 5억 톤 퇴출, 약 5억 톤
인수합병ㆍ구조조정 실질적 진전
감량ㆍ재편
산업구조 개선, 자원 이용효율 제고, 설비 이용률 합리화 - 탄광 수량 감축, 과잉설비 해소, 시장 공급수요 균형, 산업구조
개선
고품질ㆍ첨단제품 공급 능력 제고, 기업 이윤 확대

설비 신규 확대 엄금
과잉설비 해소
감독관리 집행 강화
산업 업그레이드 추동
지원금 확대
세수정책 개선
금융지원 확대
직원 재배치 지원
토지자원 활용

-

설비 신규 확대 엄금
낙후 설비 도태 가속화 및 과잉 설비 퇴출
기업 개혁ㆍ구조조정 추진
산업 구조조정ㆍ업그레이드 촉진
안전 생산 관리 강화
초과 생산 통제
위법적 건설 단속 강화
저품질 석탄 사용 통제
지원금 확대
직원 재배치 지원
금융 지원 확대
토지자원 활용
기술개조 장려

주: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의 [표 3-5]와 [표 3-6] 참고.
자료: 中国国务院(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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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중국 국무원은 2016년 철강과 석탄 분야 설비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안을 담은 문건
(「关于钢铁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 「关于煤炭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
意见」)을 차례로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설비과잉 해소를 추진함.
2016년부터 추진한 철강 및 석탄 분야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20년까지의 목표치를 조기 달성이 예상
되는 등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알루미늄, 시멘트, 판유리 등 기타 설비과잉 분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퇴출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철강 분야는 2020년까지의 목표치 1억 5,000만 톤을
2018년에 조기 달성하고, 석탄 분야는 2020년까지의 목표치 8억 톤의 약 81%를 2018년에
달성 예상

표 4. 철강ㆍ석탄 설비 감축 목표ㆍ달성치

(단위: 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13ㆍ5 규획기간
(2016~20)

철강

석탄

목표치

4,500만

2억 5,000만

달성치

6,500만

2억 9,000만

목표치

5,000만

1억 5,000만

달성치

5,500만

2억 1,000만

목표치

3,000만

1억 5,000만

달성치

(진행 중)

(진행 중)

목표치

1~1억 5,000만

8억

달성치

1억 2,000만(2017년까지)

5억(2017년까지)

자료: 国家发改委(2017); 国家发改委(2018); 「国家发改委：2016年去产能目标超额完成 今年继续大力清退落后产能」(2017. 3. 6), http://finance.people.com.cn/
n1/2017/0306/c1004-29126513.html(검색일: 2018. 8. 20).

- 중국정부가 추진한 대형 국유기업간 인수합병 사례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를 통
해 철강 분야의 설비과잉 해소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표 5. 바오우 합병 시 주요 제품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우한강철

바오산강철

합계

방향성 전기강판

48

32

80

자동차용 냉연강판

15

50

65

가전용강판

소량

35

35

철도용 궤조

24

-

24

자료: 창장증권(2016. 6. 27); 심상형(2016), 「보산-무한강철, 중국 최대 철강 M&A의 배경과 전망」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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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중국의 GDP 대비 비금융부문(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부채 비중은 2018년 1/4분기 기준 261.2%로
2008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레버리지는 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2008~15년은 매년 평균 12%p 이상 상승하
였음.
- 특히 비금융기업 레버리지율의 비중은 2008년 95.2%에서 2015년 151.2%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중국 레버리지 변화 추이

(% of GDP)

자료: BI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정부는 공급 측 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기업부채 축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 일정
성과를 보였으나, 2018년 미ㆍ중 통상분쟁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증가로 인해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
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

- 2017년 말까지 비금융기업 부채 잔액은 126조 위안으로, 레버리지율은 2016년보다 3%p 하락
한 153%를 기록함.
- 중국기업 부채는 국유기업 부채 비중이 62% 수준(2018년 11월)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
산, 건설업, 공공사업 부채율이 높은 수준이며, 중장기 부채 비중이 단기부채보다는 큰 특징을 지님.
- 2015년 말부터 중국정부의 기업 부채 축소 정책은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감축 등 공급 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18년부터는 부채 축소로 인한 민영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문별, 채무 유형별로 선별적 디레버리징을 의미하는 ‘구조적 부채 감축 정책’을 추진함.
- 다만 2018년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미ㆍ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중국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게 되
자 중국정부는 부채 감축 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완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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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평가
중국정부는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영환경을 개선해 중국이 혁신국가로 발돋
움하기 위해 기업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제조원가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인건비, 세금, 자금조달 비용, 에너지 및 원자재 비
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비용, 제도적 거래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
였음.
- 중국정부는 기업부담 경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및 개인ㆍ기업 소득세
감면 등 세금 감면,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사회보험 납
부요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6. 2018년 중국의 신규 기업 감세정책
분류

신규 정책

증치세 1%p 인하(제조업은 16%로,
증치세
교통운수ㆍ건설ㆍ통신서비스ㆍ농산물 업종은 10%로 인하)
1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상한선을
100만 위안으로 확대

기존 정책

시행 기간

제조업: 17%
교통운수ㆍ건설ㆍ통신서비스ㆍ농산물 업종: 11%

2018. 5. 1~

소득 50만 위안 이하 시 적용

2018. 1. 1~
2020. 12. 31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구개발용 설비의 상한액을 500만
상한액을 100만 위안으로 제한
위안으로 인상

2018. 1. 1~
2020. 12. 31

기업의 해외위탁 연구개발비용도 추가 공제 허용

2018. 1. 1~

공제 제한

하이테크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 결손금 공제 연한을
공제연한을 5년으로 제한
10년으로 연장
일반기업의 직원교육비 세금 감면액을 벤처기업과 동일한 8%로 일반기업: 2.5%
기업
상향 조정
벤처기업: 8%
소득세
실제 수입 및 잉여자본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는 인지세는
인지세 징수
절반으로 감면, 건별로 징수하는 기타 장부는 인지세 면제

물류
관련

2018. 1. 1~
2018. 1. 1~
2018. 5. 1~

벤처 투자기업과 개인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70%에 대해 8개의 전면 혁신 개혁시범구와 쑤저우(苏州)
산업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과세소득을 공제해주는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

기업:
2018. 1. 1~
개인:
2018. 7. 1~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소득세를 15%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10개 성(省)ㆍ시와 5개 국가급 신구에서 시범적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
추진

2018. 1. 1~

대형 컨테이너 트럭 차량 구매세를 50% 감면한 5%로

2018. 7. 1~
2021. 6. 30

차량 구매세 10%

물류기업이 임대한 대형 물류 창고시설 토지사용세 50% 감면 감면정책 없음.

2018. 5. 1~
2019. 12. 31

자료: 김성애(2018); 新浪(2018. 5. 15).

중국정부가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 정책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인해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에
는 일조하였으나, 2018년부터 본격화된 세금 감면 및 신산업에 대한 지원은 향후 정책효과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기업원가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소 민영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금조달 비용과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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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납부요율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여 추가적인 인하 조치가 필요함.
- 중국정부는 기업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신산업 및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신성장동력 창출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5)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중국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의 2018년 중점업무 중 하나로 신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기존 산
업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여 유효공급을 확대할 계획
- 중국정부는 제조업 혁신정책인 「중국제조 2025」, 인터넷 융합 발전정책인 「인터넷 +」, 창업 생
태계 구축 정책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과 주요 국가의 혁신능력을 혁신지수(GII), 제조업혁신지수(CIP), R&D 지출 규모 및 GDP 비중, 첨단
기술 특허 신청건, R&D 500위 내 기업 수 등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의 혁신 관련 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그림 3. 주요국의 혁신지수(GII) 순위

그림 4. 주요국 CIP 순위

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 https://www.globalinnovationindex.org/
gii-2018-report#(검색일: 2018. 12. 9).

자료: UNIDO DB, https://stat.unido.org/database/ CIP%202018(검색일:
2018. 12. 10).

-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과 경쟁 가능성이 있거나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분야인
신에너지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창업 생태계 구축 현황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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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신산업의 규제 프리존 설치, 기술개발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제조2025, 인터넷+,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각 대표 사례를 분석함.

- BYD는 배터리 제조사로 시작하여 중국정부의 정책 지원하에 전기자동차 시장점유율 30%에
육박하는 업체로 성장하였음.
- Baidu는 베이징 자율주행 분야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폴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Alibaba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에 집중하여 커넥티드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06년에 설립된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전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발전하였고, 중국정부는 무인 물류 서비스, 농업 서비스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임.

그림 5. 2015~19년 중국의 전기자동차 판매량 예측

자료: 刘峥, p. 2.

3. 정책 제언
1) 공급 측 개혁에 대한 평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중국 경제발
전 모델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혁조치 성패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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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철강, 석탄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 또는 평가하기 이름.
- 2017년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인해 기업부채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부작용
으로 민영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국진민퇴를 야기하여 향후에는 민영경제 자금난을 해소
하는 한편, 국유기업 부채를 축소하는 ‘구조적 기업부채 축소’ 정책을 시행
- 미ㆍ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설비과잉 해소와 디레버리징과 같은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
- 기업원가 절감과 관련하여, 민영기업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간 균형점을 찾아야 함.
- 미국의 중국 기술발전에 대한 견제 심화와 중국정부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
행될 전망

2) 공급 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한 국가의 거시경제 발전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면 성공할 수 없고, 총수요와
총공급 두 가지 측면을 균형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
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한국판 공급 측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
설비과잉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과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 아래 국가경제, 실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업
경쟁력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과잉 업종을 선별한 뒤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AI에서,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비교우위가 있듯이 중국과 같이 모
든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경제규모와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이 필요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야 가능하므로 신산업 각 분야를 각 지역별로
매칭하여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
- 신산업 육성은 정부 정책 지원(BYD 전기차에 대한 중국정부 구매)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
(신산업에 대한 선허용 후보완의 네거티브 규제 적용)가 있고 또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마련(선
전시의 통용항공비행관제조례 마련, 후난성 농업용 드론 지방표준 제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는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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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 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 요인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에서의 한ㆍ중 간 경쟁 구도 형성 가능성 대비 필요

- 중국의 전통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중국 설비과잉 해소에 따라 글로벌 상품가격이 인상되어 관련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합병 및 설비과잉 해소가 완료되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
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로 인한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미ㆍ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발 금융리스크 전이에도 대비 필요

- 중국정부는 최근 각 지방정부에 2020년까지 한계기업 퇴출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는
바, 이로 인해 구조조정의 대상인 공급과잉에 처한 전통산업 분야에서 지방 소유의 국유기업의
경우 디폴트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ㆍ중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동조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
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국정부의 기업원가 절감이나 신산업 육성 전략은 한국기업에는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

-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
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반면,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
- 중국의 감세정책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신산업의 빠
른 발전이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는 한ㆍ중 간 경쟁구도 형성 가능
한국정부와 기업도 비교우위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나 IP,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새
로운 협력 분야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자본 등 창업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청년의 중국 내 창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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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

- 트럼프 정부는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유정용강관 등 철강제품에 불리한 이용가능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와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등을 근거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 자국의 산업피해를 이유로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 무역확장법 232조의 안보상의 위협을 들어 철강과 자동차 등에 강도 높은 수입제한조치를 시도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에서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

-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 변
화의 경향성을 분석(표 1 참고)

-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변화가 각 단계 내, 단계 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강화에 기여하는지 분석
최근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의 변화는 정상가치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AFA를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용이화 및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

- [표 1]에서 ②, ⑤, ⑥, ⑨는 ‘계산’을 통해서 덤핑마진과 보조금마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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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계산’ 단계를 통한 인위적 덤핑ㆍ보조금 마진 상향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①, ③, ⑦을
통해 답변자의 약한 고리가 포착된다면 계산에 이용될 답변자의 사실정보 부재 상태를 조성하여
AFA를 근거로 고율의 덤핑률과 보조금률을 ‘부여’
- 그다음 ④를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존재한다는 판정을 최대한 쉽게 이끌어내어 인위적으로
높여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용이하게 함.
- 또한 ⑧, ⑩을 통해 높아진 반덤핑ㆍ상계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경제주체의 대응을 견제하고 ‘조
치’를 강화

표 1. 개정과 관행 변화와 단계 간 관계
연도

개정법규와 관행변화

2013

① 사실정보 제출 제약

2014

② 표적 덤핑 및 제로잉

계산

부여
●
●

④ 실질적 피해 입증 부담 경감

●

⑤ 특별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정상가치 임의상승

●

⑥ 원가 미만 혐의 없이 원가 답변 요청

●

⑦ 자발답변 거부권한 강화
2016
2017

조치

●

③ 불리한 이용가능 사실 적용 재량 강화
2015

피해

●

⑧ 세관 반덤핑ㆍ상계관세 회피조사 강화

●

⑨ 구성가격 우선적용(안)

●

⑩ 상무부 우회덤핑조사 및 세관의 원산지조사 강화

●

주: ● 는 제도 또는 관행 변화가 보호무역적인 것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표 2]와 같이 각 단계간 횡적 관계는 유기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적 지향성을 가지며,
단계 내에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며 그러한 경향성을 증폭

표 2. 개정 및 관행 변화가 초래한 결과
단계

개정

결과

② 표적 덤핑 및 제로잉
계산

⑤ 특별한 시장상황에 근거한 정상가치 임의상승
⑥ 원가 미만 혐의 없이 원가 답변 요청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⑨ 구성가격 우선적용(안)
① 사실정보 제출 제약
부여

③ 불리한 이용가능 사실 적용 재량 강화
⑦ 자발답변 거부권한 강화

피해
조치

④ 실질적 피해 입증부담 경감
⑧ 세관 반덤핑ㆍ상계관세 회피조사 강화
⑩ 상무부 우회덤핑조사 및 세관 원산지조사 강화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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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법률과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

- 반덤핑ㆍ상계관세율은 AFA 조항이 적용된 11건에서 평균 50%에 이르고, PMS가 적용된 7건에
서도 예외 없이 두 자릿수를 기록

그림 1. 미국의 AFA와 PMS 적용 덤핑마진

(단위: %)

AFA(불리한 이용가능한 정보)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

PMS(특정시장상황)

자료: 정혜선(2018).

2)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 및 안보상 예외 조치
① 제201조 세이프가드 제도
미국은 과거부터 선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세이프가드를 빈번히 활용

- 199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모두에서 세계 8위
- 16위까지 OECD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EU의 경우 각각 17위, 19위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후 법령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16년 만에 조사 개시

- 과거 마지막 조사가 있었던 2001년 이후 16년 만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2건의 조사가 연이어 개시
-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가 17건(2015)→11건(2016)→8건(2017)으로 3년 연속
감소한 점과 2017년 조사 개시국이 미국 외에 모두 개발도상국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조사
개시는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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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제도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최근 세탁기
와 태양광제품 사건의 경우 미국이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했다는 지적

- 우리나라는 2018년 5월 14일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② 제232조 안보상 예외 조치
안보상 예외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전까지 신중하게 운용

- 총 27건의 신청 중 위협 인정이 약 1/3인 10건이고 강제조치 비율은 약 1/4 수준
- 강제조치 대상품목도 모두 석유였고 대상국도 이란과 리비아 등으로 안보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

표 3. 안보상 예외 조치 담당기관과 안보 개념의 변천
1951년 무역협정연장법

1955년 무역협정연장법

1958년 무역협정연장법

1962년 무역확장법

국가안보

―

○

○

○

경제적 효용

―

―

○

○

국가방위

―

―

○

○

담당기관

미국
관세위원회

국방동원국
국장

국방 및 민간인
동원국 국장

상무부 장관과
대통령

주: “○”는 보호법익으로 언급이 되었음을 의미.
자료: 개별 법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안보의 개념에 국가방위는 물론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하여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광범위
한 수입품에 안보상 예외조치를 적용하려고 시도

- EU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자 WTO에 분쟁을 제기하면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는 단지 ‘표면적인(ostensibly)’ 것이라고 주장
- 결국 GATT 제21조(안보상 예외)에서 안보개념과 판단 주체가 쟁점이 될 전망

3. 정책 제언
1)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유기적 대응모형 구축

-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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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일부 사건에서는 한국 수출자가 제출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잘못된 데이터
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잘못을 범하는 등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존재
- 우리 수출기업은 각 규정 및 관행이 변화할 때마다 대응모형을 땜질식으로 보완, 개량하기보다
는 상호 연관되어 작동하는 이들 변화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유기적 대응모형을 구축할 필요
가 있음.
- 기존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모형이 회계적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새로운 유기적 대응모
형은 그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자국산업에 대한 철저한 보호성향에도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
조사당국과의 신뢰구축

- 다수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불리한 판정을 피하는 데 조사당국과의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
- 조사당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첫째,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와 조치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 조사당국의 불신 중 대부분은 답변자의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가 빚어
낸 부작위 또한 부적절한 작위에서 비롯된 경우가 다수
- 둘째, 조사관들이 이해하기 쉬운 답변과 입증을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준비와 모니터링 요
구: 사례에 따르면, 시간부족은 부실한 답변과 입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조사당국의 불신을 초래
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분석과 입증 방법을 개발하여 최근 고도로 전
산화된 데이터 환경을 충분히 활용
- 셋째, 정보전달 능력과 기법을 배양해야 할 필요: 조사당국과 답변자 간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원활한 정보전달을 저해하고, 어설프거나 부정확한 정보전달은 정보수용자에게 혼란을 가중시
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불신 초래
- 넷째, 진실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진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사당국과의
인적 신뢰구축을 형성

2)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 및 안보상 예외 조치
조사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 제출 및 이해관계인과 공동대응

- 각 산업에 이미 형성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할 때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
하여 미국 내 기업에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과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 투
자를 통해 경제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점이 상무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해 부품 생산업체, 판매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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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결 후 조치 이전 단계에서 미 의회 및 타국과 공조

- 미국 의회 내에서 합리적 비판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아웃리치활동을 강화
- 우리나라 외에 조치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
조치 이후 WTO 분쟁해결절차 및 미국 국내법원 적극 활용

- 미국이 WTO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 조사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변형하여 적용한다는 사실은
미국도 법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방증
- 2002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8개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자, 미국이 상소
심 판정문 회람 직전에 조치를 스스로 철회한 사례
- 미 정부가 철강 수입을 안보상 이유로 제한하자 미국철강수입협회는 법률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반을 주장한 사례
조치의 진화에 대비한 선제적 연구 및 대응

- 자동차에 대한 조사에서 미 상무부는 지배주주가 미국인인 기업에 의한 생산과 그렇지 않은 기
업에 의한 생산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공공의견을 수렴
- 조치의 진화에 맞추어 차별적 불이익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필요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대응

- 현재 WTO 개혁 논의는 분쟁해결제도 정비, 통보제도 강화, 보조금 규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으나, 향후 무역구제와 관련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다자 차원에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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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모의 증가와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대

-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과 데이터 경제
(data economy)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pre-condition)
-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국경 간 이동할 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이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
- 2005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는 초당 4.7테라바이트(terabits per second)이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27건이었음. 2016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는 2005년보다 85배 이상 증가
했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도 3배 이상 늘어남(그림 1 참고).
자유무역협정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통상이슈 논의가 활발함.

- 선진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지목함(Bauer et

al. 2014; Kuner 2012; Meltzer and Lovelock 2018; UNCTAD 2016; USITC 2017,
2018).
- WTO 차원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CPTPP와 USMCA 등 자유무역협정에서 디지털 신무역규범 등장
- 이밖에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다자간 서
비스협정(TiSA)을 포함한 양자ㆍ다자 협정에서 데이터 규제를 협상 안건으로 다룸.
최근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가 변화

- 유럽은 2018년 5월 25일 일반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했고,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담은 사이버 보안법을 발효함.
- 한국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
본 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한국 정부의 데이터 규제 혁신에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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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세계무역기구 논의 동향

-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새로운 무역규범이
제정되어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됐지만, 데이터 이동 이슈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무역규범은 논의되지 않았음.
- WTO가 출범된 후 1998년에 들어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WTO 회원국의 무관세 관행이 계속되
도록 합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기하면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가 시작됨.
- WTO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출범 이전부터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ㆍ시행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중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쟁점에 대
한 회원국의 이해 대립이 지속
- 2017년 12월에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분야
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존의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에 합의하는 데 그침.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

- TPP 전자상거래 장은 여타 FTA 전자상거래 장과 달리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하기 위한 두 가지 의무규정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 조항｣(제14.11조)과 ｢컴
퓨팅 설비의 지역화 조항｣(제14.13조)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미국의 기발효 FTA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장을 검토한 결과, 미국은 2010년대에 들어 TPP 협상
을 시작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개별국과의 FTA 체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TPP 협정에 포함
된 전자상거래 장의 내용처럼 높은 수준의 데이터 이동 자유화 의무와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의무를 규정한 협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표 1 참고).

2)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미국, EU, 중국,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아울러 제재의 실효성을 살펴봄.

-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
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눔. 아울러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규
정에 대해서도 검토함.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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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과 한국의 상대적인 데이터 규제 수준
약함

중간

강함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조치

미국

한국,
유럽연합

중국

데이터 저장설비의 지역화

미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소비자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미국

-

한국, 중국
유럽연합

제재의 실효성

한국

유럽연합

중국

자료: 저자 작성.

3)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 혁신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 분석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이론무역모델을 고안

-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하여 데이터 규제 변화가 미치는 파급경로를 구체화
- 세계경제가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 내에는 이질적인(heterogeneous) 생산성
을 보유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 독점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이윤의 크기에 따라 진입과 퇴출 과정을 겪고, 살아남은 기업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하고 이윤을 창출함.
-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생산의 단위비용이 투입산출구조에 따라 국별로 서로 다름을
반영하고, 국별로 데이터 규제 변화의 특징이 다르다는 점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집중도에 따라 서로 달라지는 점도 고려함.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방법을 채택

- 데이터 부족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제무역
문헌에서 개발된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을 채택함(Dekle et al. 2008; Antras
and Gotari 2017; Caliendo and Parro 2015; Costinot and Rodriguez-Clare 2014 등
참고).
-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론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TS 데이터를 연계함.

① EU GDPR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 예측
EU GDPR은 교역상대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수출 기업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 규제인 EU GDPR에 따르기 위한 규제순응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EU GDPR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럽 시민에 관한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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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국이 부과하는 벌금에 따라 수익 감소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음.
- EU GDPR에 따라 수출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은 수출 가격을 높이는 것임.
-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수출 기업이 높인 수출 가격은 유럽 시장에서 벌어들일 총매출액
감소와 이윤 감소로 이어짐.
- 낮아진 매출액과 이윤은 유럽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악영향을 미침. 특히 생산성이 낮거
나 크기가 작은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높아져, 유럽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업의
수(mass)는 감소하게 됨.
- 상대적으로 높아진 수출 가격에 따라 유럽과 교역국 사이의 교역량과 비중은 감소하고, 유럽으
로 수출하는 국가의 총생산이 하락함.
- 수출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 국가 안에서 형성되는 국내 물가 역시 상승하므로, 수출국(한
국)이 누리던 수준의 실질소비가 감소함(그림 2 참고).

②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 예측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글로벌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따르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이 데이터 지역화 조치 국가 내에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따른 고정수출비용을 치러야 함.
- 증가된 고정수출비용은 수출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생산성이 낮거
나 크기가 작은 기업은 높은 고정수출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서, 데이
터 지역화 조치 국가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수출 기업의 수는 감소하게 됨.
- 이 결과는 EU GDPR이 수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쳐 그 영향으로 시장에서 진입퇴출이 발생하
는 경우와 다름.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EU GDPR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퇴출 결정
에 영향을 줌.
-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따라 단위생산비용은 상승하고, 이는 산업 수준의 가격지수 증가와 총매
출 하락으로 이어짐.
- 데이터 지역화 조치국과 교역국 사이의 교역량과 그 비중 감소, 데이터 지역화 조치국으로 수출
하는 국가의 총생산 하락,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은 수출국의 실질소비수준을
떨어뜨림(표 2 참고).

③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른 후생효과 예측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과 글로벌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가지 특징을 보임(표 3 참고).

- 첫째,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교역상대국에 비용상승이나 비용하락을 가져다주더라도, 한국
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글로벌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EU GDPR이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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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파급력을 지님.
- 둘째,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모든 경
우에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이고, 그 파급력도 매우 큼.
즉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은 글로벌 후생에 미치는 파급력은 작으나, 제도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실질소비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음.

-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관한 정량 분석결과는 한 가지 분명한 시사점을 제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은 한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규제혁신은 데이터 관련 제도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3. 한국의 당면 현안과 정책 제언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주요국 데이터 정책 평가
지수를 통해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해보고, 한국의 데이터 정책 개선 방향을 도식화해볼 필요

- [그림 3]은 데이터 정책 평가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나타낸
것이며, 한국의 데이터 정책 개선 방향 또는 목표를 화살표로 표시함.

1) EU GDPR 발효
그림 3. 주요국 데이터 정책 평가지수와 한국의 위치

주: 가로축은 1에 가까울수록 디지털 무역제한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세로축은 100에 가까울수록 디지털 무역환경이 기업에 우호적임을 뜻함. 유럽연합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를 단순평균한 값을 적용한 결과임.
자료: 유럽정치경제연구소(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가 2018년에 발표한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igital Trade Restrictive Index)와 소프트웨어
동맹(The Software Alliance)이 2018년에 발표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점수표(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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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원의 능동적ㆍ적극적 대응 필요

-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GDPR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와 준비 정도는 여전
히 낮은 수준일 수 있음(Veritas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 EU GDPR은 이미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대
EU 상품ㆍ서비스 수출과 투자 등이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내 기업은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EU GDPR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여
EU GDPR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 모니터링 및 교육 지원 확대

-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이 EU GDPR에 대응하는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대응이
유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유럽 이외 국가가 EU GDPR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 EU GDPR을 모방하여 자국
의 데이터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함.
- 유럽 이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가 EU GDPR과 유사하게 변경된 사실이 파악되면, 정부와 관련
기관은 EU GDPR에 대응하는 방식대로 국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히 대응하도
록 지원할 필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 대응

- 한국은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EU GDPR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적정성 평가는 4년마다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
- 따라서 한국은 적정성 평가에 통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기업의 국별 수출ㆍ투자 전략 최적화 및 정부 간 대화ㆍ협상 채널 활용 필요

- 일부 국가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 저장설비를 구축ㆍ운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국가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함께 국산부품 의무사용비중(local
contents)을 명시한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도 부과함.
- 정부는 수출기업이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그와 관련된 데이터 규제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을 충분
히 수렴할 필요
- 정부는 자체로 보유한 네트워크, 이미 체결한 FTA 채널, 각종 협력 채널을 통해 취합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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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이 정부 간 대화ㆍ협상 채널을 통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
는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국에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

-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관련된 데이터 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
적으로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
- 국내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는 필수이며, 앞으
로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산업 간 융복합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그 정보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임.
- 데이터 규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은 수출ㆍ해외직접투자 기업이 생산 전략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음.
데이터 저장 설비 공동 구축 및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 방안 모색

- 국내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데이터 지역화 제한을 두고 있는 타깃(target) 시장에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비용을 나누어내는 것을 고려할 필요
- 국내 기업이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 마찰
지도 반출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와 한국 데이터 정책의 정합성 검토

- 한국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기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함. 미국기업은 한국에 지도 반출을 끊임없이 요청해왔으나, 한국은 이를 거절
- 이로부터 파생된 미국의 불만은 2013년 무역장벽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2018년까지
미국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한국이 미국의 지도 반출 허용 요구에 대응하는 논리가 한국이 지향하는 데이터 정책과 정합하
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위치정보에 기반을 두고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려는 외국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
는바, 지도 반출 요청에서 나타나는 통상마찰은 앞으로 되풀이될 수 있고, 그 빈도도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 필요

- 한국에는 여러 산업에 걸쳐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남아 있으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의
데이터 규제 관련 논의에서 표면화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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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특정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선진국에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여 설명
할 수 없다면, 이 사안은 언제라도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한국이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법ㆍ
제도의 정비와 함께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지지하는 충분한 논리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함.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 혁신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 정립이 우선

- 데이터 이동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한국의 현황을 고려할 때 서둘러 데이터 정책에 관하여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
- 데이터 규제혁신의 핵심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갖고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함.
- EU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하여 교역국에 높은 데이터 보호수준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등 여러 우회
통로를 열어둔 점을 포괄적으로 참고할 필요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 관련 입장 정립 및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한국은 CPTPP 협정에 대한 가입을 검토 중이며, 향후 기체결 FTA에의 개정 협상 추진도
예상되는바,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은 통상협상에서 다루어질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
-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디지털 신무역규범 분야에서 국익의 극대화와 협상
력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대내적으로도 EU GDPR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국내 법률을 정비하는 부담과 더불어 향후
통상협상에서 마련되어지는 디지털 신무역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부담을 추가
적으로 안게 됨.
- 반대로 한국이 서둘러 국내 데이터 규제를 잘 정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향후 한국
이 직면하게 될 다자ㆍ지역 통상협상의 디지털 신무역규범 논의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시키
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 증진 및 무역친화성 제고

- 첫째, 우리 정부는 국내에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데이터 규제 정비를 통한 데이터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
- 명확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는 데이터 규제는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여주는 등 국내 관련 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245

시키는 효과를 유발
- 둘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 나아
가 향후 등장할 새로운 융ㆍ복합 형태의 무역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 규제
의 정비는 반드시 무역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
- 우리 정부는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면서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제한조치가 WTO의 상품무역
규범(GATT)과 서비스무역규범(GATS)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하고 합치 여부도 충분히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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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그림 1.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와 데이터 지역화 조치 건수

주: 가로축은 데이터 밴드위드(bandwidth; terabits per second), 세로축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data localization measures) 건수를 나타냄. 그래프상 숫자는 연도를
나타내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를 포함.
자료: 유럽정치경제연구소(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Digital Trade Estimates database에서 제공하는 65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와 맥킨지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에서 발간한 2016년 보고서 내용(p. 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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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U GDPR의 후생효과: 벌금과 규제순응비용 동시 고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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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자상거래 장을 포함한 미국의 기발효 FTA 현황
주요 조항 포함 여부
협정

발효연도

미국ㆍ모로코

무관세

비차별

데이터이동
자유화

설비의
지역화

소스코드

2004

○

○

×

×

×

미국ㆍ칠레

2004

○

○

△

×

×

미국ㆍ호주

2005

○

○

×

×

×

미국ㆍ바레인

2006

○

○

×

×

×

도미니카ㆍ중미

2007

○

○

△

×

×

미국ㆍ페루

2009

○

○

×

×

×

미국ㆍ오만

2009

○

○

×

×

×

한ㆍ미

2012

○

○

▲

×

×

미국ㆍ콜롬비아

2012

○

○

×

×

×

주: ○는 의무조항 포함, △는 협력조항 포함(단 ▲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협력조항 포함), ×는 관련조항 불포함을 각각 의미함.
자료: USTR에 등재된 각각의 협정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글로벌 후생효과

(단위: %)

국가

후생효과
(실질소비 수준 변화)

호주

-0.13

브라질

-0.18

캐나다

-0.03

스위스

-0.04

중국

-0.70

인도

-0.36

인도네시아

-0.57

일본

-0.11

한국

-0.36

멕시코

-0.03

노르웨이

0.01

러시아

-0.26

터키

-0.15

대만

-0.40

미국

-0.04

유럽

-0.06

ROW

0.4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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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
국가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른 비용 증가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른 질적 개선

-5

-4

-3

-2

-1

1

2

3

4

5

호주

-.01

-.01

-.01

-.00

-.00

.00

.00

.01

.01

.01

브라질

-.01

-.00

-.00

-.00

-.00

.00

.00

.00

.01

.01

캐나다

-.01

-.00

-.00

-.00

-.00

.00

.00

.00

.01

.01

스위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7

-.06

-.04

-.03

-.02

.02

.03

.05

.07

.09

인도

-.02

-.02

-.01

-.01

-.00

.00

.01

.01

.02

.02

인도네시아

-.01

-.01

-.00

-.00

-.00

.00

.00

.00

.01

.01

일본

-.03

-.02

-.02

-.01

-.01

.01

.01

.02

.02

.03

한국

-2.46

-2.03

-1.58

-1.09

-.56

.61

1.26

1.96

2.73

3.57

멕시코

-.01

-.01

-.01

-.00

-.00

.00

.00

.01

.01

.01

노르웨이

-.05

-.04

-.03

-.02

-.01

.01

.02

.03

.04

.05

러시아

-.07

-.06

-.05

-.03

-.02

.02

.04

.06

.08

.11

터키

-.02

-.01

-.01

-.01

-.00

.00

.01

.01

.02

.02

대만

-.08

-.07

-.05

-.04

-.02

.02

.04

.06

.08

.10

미국

-.01

-.01

-.00

-.00

-.00

.00

.00

.01

.01

.01

유럽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ROW

.05

.04

.03

.02

.01

-.01

-.02

-.04

-.05

-.0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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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외교문
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형성은 요원시되고 있음.

- 특히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는 일ㆍ중 외교관계의 근본을 흔들었고,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논란은 한ㆍ중 간 외교 및 경제 관계를 후퇴시키는 ‘악재’로 지목됨.
- 2012년 말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는 독도문제, 한ㆍ일 통화스와프 중단, 일본군 위안부 협상문
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등의 문제가 불거져 한ㆍ일 관계가 교착상태 지속
- 이와 같은 중ㆍ일, 한ㆍ일 관계 악화는 중ㆍ일 FTA나 한ㆍ중ㆍ일 FTA와 같은 중국, 일본이 참
여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CPTPP 참여 문제
역시 시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한ㆍ일 외교관계의 악화
가 한국의 대중(對中), 대일(對日) 교역관계를 비롯한 제반 경제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함.

그림 1. 한국의 대중(對中), 대일(對日) 교역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검색일: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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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대중(對中), 대일(對日) 교역액은 2011년을 정점으로 답
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2011년 약 2,206억 달러였던 대중(對中) 교역액은 2017년
에서야 약 2,399억 달러로 소폭 회복하였고, 2017년 대일(對日) 교역액은 약 819억 달러로
2011년 1,080억 달러의 76% 수준에 불과함.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對中) 교역이 ‘구조전
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對中)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음.

-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對中) 교역구조
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
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
-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對中) 투자전략 모색이 중요
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對中), 대일(對日) 교역관계, 나아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글로
벌 가치사슬(GVC)을 강화ㆍ심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써 3국간 산업협력에 주목

- 본 연구에서 한ㆍ중ㆍ일 산업협력이란 한ㆍ중ㆍ일 각국의 기업이 경제활동 무대를 한ㆍ중, 한ㆍ
일, 중ㆍ일과 같은 양자관계 혹은 한ㆍ중ㆍ일 3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대국가와 협
력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 여기서 정부의 협력활동이란 기업 교류나 비즈니스 매칭과 같은
기업지원활동을 비롯하여 기술협력, 외자 유치, 법ㆍ제도 개선활동까지도 포괄
- 본 연구는 분석대상으로서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분야를 선정하는데 2018년 5월 개최된 제7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경제협력 의제에 주목. 즉 당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간
경제협력 의제 중에서 공급사슬 연결(SCC), 전자상거래, 콘텐츠 산업 관련 협력 확대와 ICT 및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에 초점을 맞춤.
- 다만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간 21세기 새로운 산업협력은 기존 ICT 기술이 각종 산업분야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태동할 것으로 보고,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세 분야를 협력분야 대상으로 압축. 이들 각각의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
ㆍ일, 혹은 대중(對中), 대일(對日)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두 번째 연구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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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
① 무역
과거 한국의 일본으로부터 기계 설비 및 장비 등 자본재를 수입하여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 제조 및 조립하여 EU, 미국 등의 선진국으로 수출하던 3국간 교역구조에 변화가 나타남.

- 2001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의 중요 생산거점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으나 이후 교역
구조의 불균형 및 한계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으로 인해 가공무역 제한 및 억제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중국의 가공무역의 수입규모 및 비중의 축소를 초래
- 중국은 과거 외연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던 성장방식을 성장의 질적 제고와 산업 및 소비 구조
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고, TSI로 살펴본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간재와 최종재에 의해 점차 경쟁력을 개선해나가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점차 ICT 제품과 자동차, 광학기기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었고,
대중국 수입품목에서도 2017년에는 ICT 제품 정밀화학원료, 전기기기 등이 주요 품목에 포함
됨.
중국 수출시장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시장에서는 대한국 수입 비중보다
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주요 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기계 및 기기,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등에 집중되어 있고 수입은 통신기, 의류 및 부속품, 섬유, 전산기 등이 큰 부분을 차지. 한국이
수출입 주요 품목의 유사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중국과 일본 간의 수출입 주요 품목 분
포는 상호 유사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간재가 큰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에서 중
간재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보다 낮은 30%대를 보였고 오히려 최종재 수입이 60%를 상
회하는 점유율을 보임.
중국의 수입대체화 수준과 수출경쟁력은 중국 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 첨단기술산업 육
성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제고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 구조 및 품목의 구성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 전환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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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대중 교역 환경 및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新산업에 맞는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확대전략이 긴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R&D 투자 지원, 개발인재 확보, 독일 및 일본 등 핵심 기술 보유 선진국
과의 기술교류ㆍ협력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와 사례분석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둘째,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활용한 중간재 편중 무역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의 다각화
전략이 필요함.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중간재 수출과는 다르게 대중
국 최종재 수출에서 중국의 최종재 수입 속도가 거의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비재 및
자본재 분야의 대중국 수출 확대의 방안을 모색하여 중간재 비중의 조정을 비롯하여 교역구조의
분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3국간 중간재 수출입 증가율 비교

그림 3. 3국간 최종재 수출입 증가율 비교

자료: UN Comtrade DB, http://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8. 11.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맞춘 소비재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新유통
망 확보도 중요.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입시장은 플랫폼의 품질, 서비스 및 효율 제고에 초
점을 맞춰 시장의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 및 안정성을 강화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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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전체 규모(제조업, 서비스업)의 정체ㆍ감소, 제조업 집중(ICT), 현지 시장진출 투자
증가, 대기업 주도로 정리할 수 있음.

-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신창차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대중국 투자 변화와 비교할
때, 대중 투자규모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고, 제조업으로 투자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특
징을 지님. 즉 2000년대 형성된 대기업 제조업 위주의 ‘전형적인 투자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 물론 이는 한국 제조기업이 대중 투자에서 여전히 기회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
지만, 전체적인 중국 경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함.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의 원만한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

-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新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이
중요. 중국은 차세대 ICT,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고효율 전력설비, 신소재 등 첨단산
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중 투자 협력을 모색할
필요. 특히 독일, 일본 등이 현재 4차 산업혁명, 예를 들어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중국과 하
고 있는 투자 협력사례를 연구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긴요.
- 둘째, 중국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국기업을 우대ㆍ보호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국기업 우선주의 강화 흐름에 대응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
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필요
- 셋째, 중국의 각 지역은 제조업 발전 정도, 비교우위 특화 산업, 중국 제조 2025 등 산업고도화
정책을 통한 핵심 육성산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협력전략을 세워야 함.
독일이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간절한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중ㆍ독(선양)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
를 건설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중국의 서비스산업, 소비재시장 육성 등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내수시장 관련
업종 투자를 확대. 최종 소비재인 가전제품, 패션 ․ 의류, 화장품 등은 물론이고, 이를 판매, 유통
하는 국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환경 ․ 금융 ․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할 필
요가 있음.

256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한ㆍ중ㆍ일 협력
① 한ㆍ중ㆍ일 3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스마트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갖춤(표 1 참고).
표 1. 한ㆍ중ㆍ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스마트 제조 분야

컨트롤타워
소관부처
정책
실행기구
주요 사업

한국
4차산업혁명위윈회
(대통령직속)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2018)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ㆍ스마트공장 보급ㆍ확대
ㆍ국내 데모공장 구축

중국
국무원

일본
미래투자회의
(내각부)
경제산업성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2017)
RRI(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공업정보화부(工業信息化部)
중국제조2025, 인터넷+
공업정보화부
ㆍ스마트제조 발전 기반 강화
ㆍ국제표준화 ㆍ중견ㆍ중소기업 지원
ㆍ전통 제조업 중심 분야의 디지털화
ㆍUse Case 창출ㆍ지원
제조 실현
ㆍ사이버보안정책
ㆍ국제 협력 확대

자료: 저자 작성.

- 중국정부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책은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
스」인데,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플러스」도 제조업과 ICT(인터넷) 융합을 강조하기 때문
에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 제조 2025는 상호 보완적임.
◦중국은 기술개발을 위해 외국기업과 공동으로 R&D 센터를 설립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 중. 첨단기술 및 고급기술의 흡수를 위해 독일 등 유럽기업과의
M&A를 적극 추진. 특히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중국의 이런 기술추격을 위한 전략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어 향후 중국은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BtoC 플랫폼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데이터 영역은 일본에 블루오
션(blue ocean)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2017년 10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커넥티드 인더스트
리즈는 이와 같은 인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특징은 첫째, 정부가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는 확고한 인식하
에 단일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뛰어넘어 모든 산업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한국과 중국이 제반 4차 산업혁명 분야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양상
인 데 반해, 일본은 산관학 협력체제를 강조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일본 기업들의 IIoT 플랫폼 구축 경쟁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으로서, 화낙의 필드시스템,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히타찌제작소의 루마다, 후지쯔의 휴먼센트릭, 오므론의 시스맥 등 많은
일본 IT 대기업들이 IIoT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국과 중국에서도 비즈니스 파트너를 물색 중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협력은 민관협력기구인 IoT 추진컨소시엄과 로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RRI), 산학협력기구인 IVI가 주도하고 있고, 협력대상 국가는 독일, 미국, 프랑스 위주이고,
협력 사업은 정보교환, 기업간 교류, 테스트베드(Test Bed) 공동 시범사업, 국제표준화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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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협력은 먼저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공동의제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서의 협력을 거론한 적은 없고 ‘동북아 OSS 추진 포럼’처럼 3국이 세미나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아직 찾아보기 힘듦.

- 특히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뚜렷한 산업협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
2018년 10월 삼성전자와 NEC가 5G 기지국 공동 개발ㆍ판매에 제휴하기로 합의한 사례가 거
의 유일
- 대신 일본과 중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도 공유경제, 차세대자동차, 스마트공장 분야에서
협력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음.
◦중국 디디추싱의 일본 택시 배차 서비스 시장 진출, 전기자동차(EV) 고속충전 신규격 공동 도입, 자율주
행분야의 국제표준화 공동 추진, 중ㆍ일 스마트 제조 민관합동 세미나, 일본 미쓰비시전기의 중국 시범
합작프로젝트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임.

3)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① 한ㆍ중ㆍ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ㆍ
태평양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한ㆍ중ㆍ일 3개국이 역
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국가별로는 중국(49.6%)과 미국(36.2%)으로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판매가 두
드러졌으며, 한국은 5위(19.4%)였음.
- 한국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49.6%), 미국(28.3%), EU(9.8%), 일본(5.9%) 순임.
- 중국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201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이고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미국, 호주 등임.

② 주요 쟁점별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국경간 조치, 국경간 정보이동 자유화 및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규제를 비교해보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각국이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문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통관 원활화와 물류기지 건설, 배송 원활화 등 주로 유형재화의 국경간 거래 확대를 위한
통관과 물류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은 데이터 및 보안 부문의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제논의에서 디지털
재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에 대해 선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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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국제규범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최근 수출신고 간소화 등 통관 간소화, 글로벌 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구하는 한편, 2017년 6월부터 APEC의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에 가입하는 등 디지털 재화를 둘러싼 국제논의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중국은 전국 통관 일체화 개혁, 통관수속 간편화 및 사전판정제도 도입 등의 통관조치와 국경간 전자상거
래 시범지역(电子商务服务试点) 및 종합시험구(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 개설을 통해 국경간 전자상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제도화를 통해 전자상거
래의 ‘질적 향상’을 추진

- 중국정부는 국제 전자상거래 수출입의 핵심기지로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및 전자상거
래 종합시범구를 1~3차에 걸쳐 지정ㆍ확대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추진
◦1, 2차 발표에서는 항저우, 상하이 등과 같이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지역이나 정저우와 같은
해외직구 물류거점도시를 종합시험구로 지정한 반면, 3차 발표에는 베이징시를 포함, 동북 3개 성,
서남 3개 성, 서북 2개 성을 포함한 총 27개 성시(省市)로 종합시범구가 확대되어, 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
◦종합시험구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관ㆍ물류, 세무, 전
자관리 시스템, 금융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서 혁신적 정책ㆍ제도를 도입

표 2.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및 종합시험구 설립
발표시기

도시

관련 문건

2012.12

-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8곳 지정
ㆍ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정저우(郑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톈진(天津)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업무회의
(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工作启动部署会)

2015. 3

- 제1차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지정
ㆍ 저장성 항저우(杭州)

중국(항저우)종합시험구 설립 비준
(国务院关于同意设立中国(杭州)跨境电子商
务综合试验区的批复)

2016. 1

- 제2차 종합시험구 12개 지정
ㆍ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안후이성 허페이(合肥), 허난성
정저우(郑州), 광둥성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쓰촨성 청두(成都), 랴오닝성
다롄(大连), 저장성 닝보(宁波), 산둥성 칭다오(青岛), 장쑤성 쑤저우(苏州)
ㆍ 항저우의 정책을 참고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발전정책을 추진토록 촉구

톈진 등 12개 도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 비준
(国务院关于同意在天津等12个城市
设立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

2018.8.

- 제3차 종합시험구 22개 지정
ㆍ 베이징(北京), 네이멍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랴오닝성 선양(沈阳), 지린성
창춘(长春), 헤이룽장성 하얼빈(哈尔滨), 장쑤성 난징(南京)ㆍ우시(无锡),
장시성 난창(南昌), 후베이성 우한(武汉), 후난성 창사(长沙), 광시성
난닝(南宁),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 구이저우성 구이양(贵阳), 윈난성
쿤밍(昆明), 산시성 시안(西安), 간쑤성 란저우(兰州), 푸젠성 샤먼(厦门),
허베이성 탕산(唐山),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광둥성
주하이(珠海)ㆍ둥관(东莞), 저장성 이우(义乌)

베이징 등 22개 도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 비준
(关于同意在北京等22个城市设立跨境电子商
务综合试验区的批复)

자료: 박진희, 이한나(2016);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2012, 2015, 2016, 2018).

한ㆍ중ㆍ일 산업협력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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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정보이전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논의 중에서도 국가간 입장차이가 비교적 크게 존재하는 쟁점
중 하나로, 한ㆍ중ㆍ일 3국 사이에서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대립됨.

- 디지털 재화 등 무형의 상품ㆍ서비스가 전자적 방식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기존의 상품ㆍ서비스
의 개념으로 분류하기 힘든 각종 정보가 집적되는데, 이같이 모인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마케팅ㆍ광고와 같은 새로운 영역의 시장과 사업기회가 창출되는 한편,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
해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 등의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 중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보안을 위해 정보의 이동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 중국의 경우, 데이터 이동 제한에 있어 어떤 면에서는 EU의 GDPR보다 한층 더 엄격하며 해외
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를 일종의 무역장벽으
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2017년 6월부로 발효된 중국 ｢사이버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
제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등을 포함1)

- 한편 일본의 경우 데이터 활용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편리화와 개
인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 중에 있음.
◦일본은 2015년 9월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익명가공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유통되는 정보의 익명가공처리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시에 익명가공처리를 한 개인데이터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유통ㆍ활용 가능하게 허용했
음. 또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일본과 동일하다고 충분히 인정하는 국가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
보 제공을 인정(동법 24조)하여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기반을 만들었음.

한ㆍ중ㆍ일의 소비자분쟁 해결 및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은 그 범위 및 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
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관련 법ㆍ제도 및 절차 규정 등이 3국 중 비교적 잘 발달해 있는 편이며, 중국의
경우 2013년부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그동안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달에 비해 전자상거래 관련 법ㆍ제도의 미비가 심각
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최근 제도적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2) 특히

1) 해외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이 사이버보안법에서 규정하는 핵심 정보기반시설(关键信息基础设施: 공공통신,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계,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중요한 산업과 영역의 기반시설 중 데이터 유출, 손상 또는 기능을 상실할 시 국가안전, 국민경제
생활, 공공이익에 피해가 큰 기반시설을 의미)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기업에 의해 중국 내에서 수집ㆍ생산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는 반드시 중국 내 저장ㆍ보관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외국으로 이전할 시 국가 인터넷 정보부문 및 국무원 유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보안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2) 「소비자권익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1993년 제정, 2013년 개정)」의 개정 및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
子商务法.: 2018년 제정, 2019년부터 시행)」의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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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개정된 ｢개정소비자권익보호법｣(2013년)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되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소비자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한ㆍ중ㆍ일 모두 소비자 분쟁해결 정책을 중시한다는 유사점이 있
으나, 한국은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국은 분쟁해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반면 일본은 선언적 수준이 담겨 있는 등의 차이가 존재
- 3국의 상이한 법ㆍ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등 대안시스템의 개발ㆍ
활성화가 추진 중에 있음.

4) 문화콘텐츠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은 중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분야도 주로 게임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

- 지역별 수출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중국 31.6%, 일본 24.0%, 동남아시아 15.2%로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중국, 대일본 수출이 전체의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4 참고).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 이전까지는 대일본 수출 비중이 약 30~33%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
나, 2015년 이후 추이가 변화하여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짐.
- 한편 대중, 대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비중을 보면 두 국가 모두 게임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약 80%에 육박하는 상황임(그림 5 참고).

그림 4.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단위: %)

그림 5. 분야별 대중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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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높은 외국인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진입장벽이 중국에 비해 높지는 않으나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문
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한ㆍ중ㆍ일 3국의 영화ㆍ방송ㆍ게임 규제를 보면 3국 중 중국의 규제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
남. 특히 영화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대표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중국의 외국영화 상영 편수 제한, 영화관 산업의 외국자본 진입 규제 등을 두고 있어서
투자 및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파악함.
- 드라마 등 방송의 경우 일본은 외국인의 방송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두고 있는 것 외에는 별도
의 규제가 없으나 중국은 방영시간 규제, 특정 국가 위주의 콘텐츠 상영 금지, 외국 콘텐츠 내용
사전 및 사후 심의 절차, 외국자본 진입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정을 둠.
-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콘텐츠의 사전 심사를 하고 있으며, 중국도 사전
내용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별도의 규제가 없음.
- 산업 육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문화 기술 양성 측면에서 ‘뉴콘텐츠’를 개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은 21세기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쿨재팬 사업을 지정, 콘텐츠 해외 수출 등에 주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은 수출지역 다변화 및 저작권 피해 대응 측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문화콘텐츠산업은 외교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중국(사드 배치), 일본(혐한)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출기업들이 받는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 의존도에서 벗어나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이 필요함.
- 그러나 신흥국 콘텐츠 내수시장이 중국, 일본의 내수를 대체할 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 일본 시장에서의 진입장벽 등을 완화하고 외교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가 해외 사이트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
해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로부터의 불법 복제 및 표절
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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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한ㆍ중ㆍ일 협력 과제 및 방향
① 대중(對中) 협력 과제 및 방향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新가치사슬을 예측하는 선도적 협력 전략

-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발전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첨단 부품, 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국은 아직 첨단기술이 부족하므로 4차 산업혁명 추진에서 외국산 중간
재, 자본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향후 전망을 세부 산업
ㆍ제품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걸맞은 고품질, 고효율, 국제표준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것이 중요
둘째, 중국이 일부 4차 산업혁명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업을 우대ㆍ보호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국 기업 보호를 추진하는 것에 대비하여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현지 기업에 대한
전략적 M&A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현지화 전략을 추진

- 중국의 4차 혁명 산업 발전과정에서 이들과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국 자본/기업이 중국 신생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털 등을 조성하여 전략
적 지분 투자나 M&A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한ㆍ중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서는 중국이 산업발전을 주도할 것이 분명할
친환경자동차 관련 표준(전기차 충전커넥터, 충전통신방식 등), 차세대 전자통신 신기술, 조선, 생물산업
관련 HSE(Health, Safty, Enviroment) 검증 등을 들 수 있음.
넷째, 중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협력방안인데, 한국은 중국 각 지방의 제4차 산업 혁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별 협력전략을 세워야 함.

- 특히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는 동남부 지역보다는 지린성, 사천성, 섬서성
시안, 충칭 등 중국 측의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많은 곳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가 필요

② 대일(對日) 협력 과제 및 방향
첫째,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그리고 거의 모든 정부부처들이 규제개혁
에 관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일본과 비슷하게 규제개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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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모두 우버(Uber)의 카풀(Ride Share) 서비스의 국내 도입에 실패하였
고, 한국은 2018년 9월에서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Airbnb의 공유민박
업이 규제자유특구에 한해 허용함. 자율주행이나 드론 분야에서도 도로교통법과 항공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류를 정비해야 하며,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한ㆍ일 모두 영세 의료업체의 반발과 진
료 및 의료의 ‘대면원칙(face to face 원칙)’에 대한 해석 문제가 스마트 헬스케어의 진전을 가
로막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문제 역시 일본의 ‘정보은행제도’나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대
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제도설계가 필요
둘째, 한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국내 제도기반 확충과 함께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지금으로서는 한국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헬스케어 등의 분야
에서 국제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국내 민관협력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제도 개선은 물론 국제협력 방향성까지 정립할 필요가 있음.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대일(對日) 협력 어젠다는 한ㆍ일 간 외교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경
분리’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제표준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스마트공장추진단의 표준ㆍ인증 모델 개발을 일본을 포함
한 국제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일본을 포함한 독일ㆍ프랑스와의 유스케이스 맵(Use Case Map) 공유는 실제 스마트공장
을 구축하는 중견ㆍ중소기업에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관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협력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셋째, 한국은 5G 상용화 등 네트워킹 기술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일본의 IT 대기업
을 포함한 외국 ITㆍ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스마트공장 시범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
반을 갖추었다고 봄.
- 넷째, 한ㆍ일 국제공동연구는 일본이 독일과 추진 중인 사례를 참고로 IoT, AI, 생산제어시스템,
재료개발, 전자ㆍ정보, 나노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방
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한ㆍ중ㆍ일 협력의 과제: 국경간 조치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3)
통관ㆍ물류 분야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ㆍ지역 간 협력 추진을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가능

- 중국은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FTA 체결국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시범정책

3) 데이터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상이하여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고에서는 국경간 조치(통관ㆍ물류)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3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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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ㆍ중 협력의 경우, 2015년 체결한 한ㆍ중 FTA 및 이 조약의 지방경제협
력(제17.25조), 한ㆍ중, 중ㆍ한 산업단지 설립(제17.26조)에 관한 조항 등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 가능성이 확대되었음.
- 중국과의 우선 협력대상지역으로서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한국과 해상 교역이 활발하며, 한국
과 경제교류 및 협력경험이 풍부한 산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인천ㆍ산둥성 웨이하이 시정부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물류 협력사업 등이 존재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3국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분야인 만큼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유연성이 있는 공통의 조항에 기초하여 각국의 법규ㆍ제도의 호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 및
연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소비자보호는 한ㆍ중ㆍ일 협력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3국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거래 및 반품 조치 등 과정에서 소재지가 다르고 규제가 상이한 국제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력을 추진

- 3국은 2004년부터 한ㆍ중ㆍ일 소비자정책협의회 및 소비자정책포럼을 7차례 진행하여 소비자
보호 및 분쟁해결 제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진행해왔음.
◦그동안의 의제로 3국간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ODR) 및 공동분쟁해결시스템 구축, 국경간 소비자불
만처리 실행가능성 연구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가장 최근에 개최된 7차 회의(2016년)에서는 ‘한ㆍ
중ㆍ일 디지털 싱글마켓’ 관련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결제ㆍ배송ㆍ교
환과 관련한 규제와 기준통합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협의회를 보다 의미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회의의 개최
주기를 1년 단위로 단축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로 의제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3)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대중, 대일 전략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
① 대중(對中) 전략: 한ㆍ중 FTA 서비스 협정 개정, 불법 복제 및 표절 대응, 게임 분야 MOU
첫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부문 재협상 시 영화, 드라마 합작투자부문에서 양국간 계약 이행과 관련
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 현재 한ㆍ중 FTA 협정문에는 한ㆍ중 합작영화의 중국 영화 인정 규정은 있으나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양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국내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보상받기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 한ㆍ중 FTA 서비스 부문 재협상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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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할 수 있음.
둘째, 불법 복제 및 표절 프로그램 관련 공동 대응

- 공동 대응에는 우리나라의 범부처별 공동 대응과 일본 정부와의 국가 차원의 연대를 통한 중국
불법 복제 공동 대응 등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의 진흥과 저작권 보호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
는 방송 산업 규제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등 부처별로 해당 분야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범부처별 TF를 구성, 국내 산업 침해 관련하여 통상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일본정부는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를 통해 ① 각국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② 해외에서의 권리침해 안건에 대한 형사소송 및 행정적발 ③ 불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
이트에서의 광고 중단 등을 실시하고 있음. 중국 내 한국산 문화콘텐츠 상품의 불법 유통과 관련
하여 이 기구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셋째, 게임 분야의 한ㆍ중 간 MOU 체결 또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분야에 반영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게임
경쟁력이 높아 중국에서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의 게임 분야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리고 게임 분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투자 장에 반영
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정부의 온라인 통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도 쉽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됨.
- 따라서 별도의 양해 각서를 통한 안정적인 대중 수출 활로를 마련하고,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② 대일(對日) 전략: 인터넷 플랫폼 활용,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의 협상력 강화
첫째,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내의 문화콘텐츠를 적극 홍보

- 일본에서는 중국과 달리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류를 주도할 만한 잠재력이 있는 문화콘텐츠를 이 사이트들을 통해 적극 알릴 수 있음.
- 또한 블로그를 통한 홍보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둘째,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 한국 기업이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

- 문화콘텐츠산업은 해당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그 국가의 산업 수출과도 이어질 만큼 외교 변수에
영향을 받기 쉬움. 중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교관계 악화가 프로그램 제작 취소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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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음.
- 따라서 한ㆍ일 합작 드라마 제작 및 드라마 프로그램 판권 수출 등의 계약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향후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어려움 등을 예상해보고, 이를 협상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임.

③ 한ㆍ중ㆍ일 3국 협력 과제: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통한 역내 지식재산권 협력 논의 활성화

- 한ㆍ중ㆍ일 3국은 3국간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및 동향에 관하여 이 포럼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간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 포럼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3국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포럼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가 권리 보호의 중요성 및 정식 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계몽활동을 실시하는 것 차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불법 복제 및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3국간 공동 대응 등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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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2018년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현대화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캐나다도 WTO 체제
개혁안을 제시
- 2018년 10월 캐나다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요 13개국 통상장관회담 개최
- 미국이 EU, 일본,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와 함께 WTO 체제 개혁의 핵심 의제인 ‘투명성 제고
와 통보 강화’에 대한 수정안 제시
G20 차원에서도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추이와 경과를 지켜볼 것을 언급하고 있음.

- WTO 다자체제의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WTO의 기능 개선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면서 다음
정상회의(2019년 6월, 일본)에서 진전 사항을 지켜보기로 합의
이번 WTO 체제 개혁의 움직임은 핵심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21세기 신무역규범의 제정, 개도국 세분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그 성격이 다름.

- 선진국 중심의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WTO 새로운 규범으로 정착될 수도 있으며, 21세기 신무역
규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에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신중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

- 개도국 세분화는 우리나라 농수산업에 가장 민감한 사안임.
- 우리나라도 특정 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보조정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조금
의 WTO 통보에 신중한 대응이 요청됨.
- 특히 미ㆍ중 간 양자 무역 분쟁이 WTO 체제 안에서 다자화되고 있는 성격도 지니고 있어 우리
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의 의미를 분석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
하여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그러함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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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WTO 체제가 거둔 성과와 한계를 고찰
-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WTO 협상대책 수립
과 다자통상정책 방향 정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앞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WTO의 성과와 한계
① WTO의 성과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진전

- WTO 출범 이후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세계
상품교역 비중도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
- WTO 회원국의 평균 MFN 관세율: 15%(1995년) → 8%(2017년)
-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 정보기술협정(ITA) 개정 및 정부조달협정 타결
- 서비스 규범 이행과 무역자유화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 저작권, 특허, 상표권, 지리적 표시, 의장,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 6개 지재권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설정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 국제사법기구로는 유일하게 상소절차를 허용하고, 패널절차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패널위원을
선임하는 등 GATT에서 법적 구속력이 미비된 분쟁해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
무역원활화 협정의 합의

- WTO 체제 설립 및 DDA 이후 타결된 최초 다자협약

② WTO의 한계와 문제점
지배구조의 한계와 문제

-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과 일괄타결의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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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문제

- 분쟁해결 이행의 문제와 상소기구의 권한 범위 문제
서비스 무역규범의 한계와 문제

- 서비스 무역구제조치 결여 및 서비스 분류의 구조적 문제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

- 개도국 참여 확대로 인한 개발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 확대와 그 부작용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WTO의 미온적 대응

-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대한 대응 미흡
-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미흡
- 신보호주의 및 반세계화에 대한 대응 미흡

2)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
① 미국의 WTO 개혁 주장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 WTO 통보 의무는 DDA 실질적 진전의 전제로 WTO 협정문상 통보의무 준수를 강하게 요청하
고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 및 역통보를 제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 상소심 심리시한 준수, 임기 만료 상소위원의 심리 개입 금지 등 상소기구의 개혁을 주장
신무역이슈

- 디지털무역 등에 대해 WTO 규범 정립을 위해 WTO 회원국과 협력
기존 DDA 이슈

- 복수국간 협상 방식 주장
- 거대 개도국에 개도국 우대 부여 반대
- 과잉어획 수산보조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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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U의 WTO 개혁 제안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 보조금을 적시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간주. 통보인센티브 제안
-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미통보 시 제재조치 및 역통보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현행 DSU를 포괄적으로 개정
신무역이슈

- 디지털무역장벽 해소,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의 차별적 조치 해소
기존 DDA 이슈

- 복수국간 협상 방식 주장
- 개도국 세분화 및 졸업
- 국영기업 및 무역왜곡보조금 규제 강화

③ 캐나다의 WTO 개혁 제안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 EU와 유사하나 사후 감시제도 정립에 중점
- 미통보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회원국간의 국내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무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WTO 내 마련할 것을 제안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 우회적으로 미국의 입장 동조, 상소기구의 부담 경감 및 상소심리 개선 방안 제시
신무역이슈

- 디지털 무역, 포용적 무역, 지속가능한 개발, 중소기업, 국내 규제 등에 대한 규범 제정 언급
기존 DDA 이슈

- 복수국간 협상 방식 주장
- 개도국우대와 관련하여 무역원활화협정과 유사하게 의무별/국가별/유예기간별 차등 접근 제안
-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등 경쟁 조건을 왜곡하는 이슈에 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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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후 전망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개선은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는 WTO 기능 원활화의 필수 전제
- 그 어떤 WTO 회원국도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됨.
WTO 상소기구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는 논란이 따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미국이 2019년 말까지 계속해서 상소기구위원 선임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의 기능 재정립
등 관련 개혁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적절히 수용되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정지될
수도 있음.
-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소기구의 개편을 포함한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에 관해 WTO 회
원국들이 미국과 집중적인 입장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
개도국 세분화는 일정 부분 진전이 불가피

-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간 발전수준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개도국 세분화 논의는 비록 개도국의 저항이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복수국간 협상의 활성화

- 복수국간 협상이 이전보다 활성화되겠지만 이와 동시에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에서
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의 협상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임

3.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 사후 통보평가제도 제안

-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논의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개도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통보능력이
미비한 개도국은 WTO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와 협의하에 기술적 협력과 지원을 전제로 벌
칙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통보된 내용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는 ‘사후 통보평가제도’를
보완적으로 제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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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응 1: 사후 통보평가제도 제안
□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원칙적으로 지지
- 단 통보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적절한 고려 필요
ㆍ통보능력 부족국가의 경우 WTO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TPRB는 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통보문제
해결 및 기술지원을 제공(TPRB와의 협의기간 중에는 벌칙조항 미적용)
- TPRB가 회원국의 사후 통보내용 평가를 전담하여 발표
□ 역통보: 원칙적으로 지지
- 단 우리나라도 일부 국내조치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WTO의 해당 규정과의 합치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시 운용방향을 적절히 수정
□ 통보의무 미준수 시 벌칙조항
- 일정 수준의 벌칙은 필요하지만 그 강도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
- 다만 행정제재의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밝힐 필요는 있음.
□ 사후 모니터링 및 통보평가제도 제안
- 통보문제는 TPRM과 연계, 통보결과를 사후에 엄격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
- 궁극적으로는 사후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WTO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상계관세나
그밖의 제재대상으로 간주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

분쟁해결제도 개혁 → WTO 공정성 유지 전제하에 미국 입장 지지

- 원칙적으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지지하되 WTO 분쟁
해결 절차나 결과가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은 고수

협상 대응 2: WTO 공정성 유지 전제하에 미국 입장 지지
□ 상소심 90일 시한
- 원칙적으로 상소심 심리기간은 현행 90일 시한을 준수: 미국 주장 반영
- 단 상소심 설치 결정 이후 1주일 이내 상소기구와 해당국 간 협의를 통한 시한 연장은 가능
□ 임기 만료 상소위원의 상소심 관여
- 분쟁해결기구 또는 일반이사회에서의 관련 사안을 결정: 미국 주장 반영
- 단 상소심 개입이 가능한 사안으로 임기중 설치된 상소심 관여는 가능
□ 상소 제한 유도 및 상고기구 위원 임기 등
- 상소를 자제하는 제도적 장치(예: 상소심에 준하는 중재 등)를 구성
- 상소기구 위원의 정원 증가: 전체 논의를 따라감(7명 → 12명 이상).
- 상소기구 임원 임기: 전체 논의를 따라감(4년 연임 가능 → 8년 단임).

개도국 세분화 → WTO 개도국 졸업 심사위원회 제안

- 농업과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논의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
- 그러나 개도국 졸업이 논의될 경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졸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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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개도국 졸업이 구체화될 경우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개도국 졸업을 심사할 WTO 내 기구
를 제도화하여(예: WTO 개도국 졸업 심사위) 이 기구에서 졸업 여부 및 유예기간 등을 결정하
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
- 이를 통해 선발개도국으로 개도국 졸업을 최대한 늦추되 졸업 시 적절한 유예기간 확보를 추진

협상 대응 3: 개도국 졸업 심사위 제안
□ 선진국으로 분류를 최대한 억제
- 선진국으로 분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다음 다자협상에서 개도국 우대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이번
다자무역 협상까지는 개도국으로 남아 있겠다는 대만식 전략도 고려
□ 개도국 졸업을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 제안: WTO 개도국 졸업 심사위원회
-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 이는 곧 조만간 개도국 졸업을 의미
- 따라서 졸업까지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WTO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심사,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BOP 위원회와 유사한 운영)
ㆍ개도국 졸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 매 2년마다 선발개도국의 개도국 졸업 여부, 여타 개도국의 선발개도국으로 이동 등을
결정
- 졸업 결정 시 유예기간의 부여도 제도적으로 확보
□ 선발개도국의 의무수준 확보
- 현행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의무를 확보

복수국간 협상 → 신축적 다자주의 지지

- 복수국간 협상 도입에 대해 여전히 개도국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복수국간 협상을 추진하는 신축적 다자주의, 또는 조화된 다
자주의를 지지

협상 대응 4: 신축적 다자주의 지지 및 복수국간 협상 적극 참여
□ 일괄타결방식과 복수국간 협상 방식이 섞여 있는 신축적 다자주의를 지지
- 개도국이 일괄타결방식을 선호, DDA 일부 이슈에서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
- 따라서 복수국간 협상과 일괄타결방식의 협상이 공존하는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를 지지
ㆍ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선진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추진
ㆍ기존 DDA 이슈: 일괄타결방식을 그대로 사용
□ 선진국 중심의 복수국간 협상에 적극 참여
- 특히 디지털 무역협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이를 기회로 국내 디지털 무역환경을 정비, 국제 규범화 작업에 편승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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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4대 신방향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확충 및 WTO 사무국 진출 확대
- WTO 주관사업의 적극 참여
- WTO 각료회의 개최
-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무역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ㆍ서비스시장 새로운 개방방식 제안: 모범 시장개방안(Model Market Access)
ㆍ서비스 무역구제제도 제시
ㆍ규범 협상 논의에서 현행 WTO 내 각종 해당 위원회 활용

정책 제언 1: WTO 체제 내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방안
□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확충 및 WTO 사무국 진출 확대
- WTO 파견: 제네바 현지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우선 선발
- WTO 사무국 진출: 제네바 현지 근무 중인 공무원 대상
□ WTO 주관 사업에 적극 참여
- 퍼블릭 포럼에 적극 참여
- WTO 주관 교육프로그램에 예산 및 인력 지원
- 개도국 무역지원(Aid for Trade)에 적극 참여
□ WTO 각료회의 개최
- WTO 체제 위기에서 중견 통상국가로서 각료회의를 개최: 이미지 개선
- 국내외 새로운 개혁의 계기로 활용
□ WTO 다자무역협상 진전에 기여
- 서비스시장 개방방식의 새로운 제안: 모범 시장개방안 방식
- 서비스 세이프가드 제안, 규범 개정에서 기존 WTO 위원회를 적극 활용

포용적 무역의 선도

-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확산 주도
- 비관세장벽 중심의 시장개방 선도
- 한국식 양자 및 지역 GSP 프로그램 개발
-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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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2: 포용적 통상의 선도
□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확산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이 요청한 C의무 중 가장 많이 통보한 조치를 중심으로 지원(싱글윈도우, 위험관리, 인가된 영업자,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등)
-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지원신탁기금(TFAF) 지원
□ 비관세장벽 위주의 상품시장개방 복수국간 협상 추진
- 비관세장벽 철폐 그룹 형성 및 복수국간 협상을 주도
- 1단계: 국제기구의 비관세장벽 데이터 통일 및 WTO 통보의무 강화
- 2단계: 철폐대상 비관세장벽 선정 및 신축적 철폐
□ 한국식 양자 및 지역 GSP 프로그램 추진
-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분류
- 해당 그룹별 우리나라에 대한 요청사항을 시장개방 및 기술협력 지원으로 구분
- FTA를 감안하여 부분 상품시장개방 및 보완적인 기술협력 지원
□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사안별로 지원
- 생산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기업-코트라-현지 대사관을 연계, 건별 실적 중심의 양자/다자 협상으로 해결
-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 지금까지 추진한 FTA별 서로 상이한 기준(예: 상이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비
용을 낮추기 위해 개별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추진
-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
ㆍ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의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
로 통일
ㆍ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기준 역시 같은 방법을
적용

정책 제언 3: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스케줄의 일치
- 동일 상품의 경우 FTA별로 개방 스케줄을 비교하여 가장 빠른 개방 스케줄로 점진적으로 일치화(이를 통해 수입의 효율성 제고를
기할 수 있음)
□ 규범 및 원산지규정의 일치
- 가장 앞선 기준으로 규범의 일치화를 점진적으로 추구
- 원산지 기준의 경우 일치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별 FTA upgrade 필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

-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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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 신다자무역규범의 추진: 환경보조금의 허용화

정책 제언 4: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
□ 환경상품협상(EGA)의 재개 및 주도
- 1단계로 환경상품협정 재개 분위기 조성
- 2단계로 환경전문가그룹에 넓은 의미의 환경상품 대상을 요청, 이를 기초로 협상(관세 감축 및 철폐)
□ WTO 분쟁해결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 환경에 보다 중점을 둔 WTO 분쟁해결기능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 잠정적으로 환경 관련 전문 분쟁해결기구 설치 및 운영도 고려 가능
□ 신다자무역규범의 추진: 환경보조금의 허용화
- 장기적으로 신다자무역규범을 추진하여 환경보조금의 허용화
- 잠정적으로 각료회의나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환경보조금의 상호 허용 내지 상호 제소 자제를 위한 평화협정문 추진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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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암호화자산(Crypto-asset)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의 핀테크(FinTech)에 대한 노출빈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

- 2017년 비트코인(Bitcoin)의 연간수익률은 1,278%, 암호화자산 평균 연간수익률은 707%에 달
했으나, 2018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 대비 20% 수준으로 하락
-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가 핀테크
의 발전을 이끌고 있음.
금융혁신은 성장과 변동성의 측면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무역 및 자본유출입을 통한 파급 경로가 작용함.

- ATM의 도입, 파생상품의 등장 등 금융혁신 사례는 경제주체의 선택에 변화를 가져왔음.
- 결제형태별로 볼 때 우리나라 수출에서 신용장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
면 사전송금 방식은 증가하는 추세
- 국가간 송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송금비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한편 금융혁신의 주요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경제적ㆍ기술적 한계점과 향후 발전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비트코인 등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암호화자산 이외에도 블록체인기술의 적용 사례
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유지비용의 상승, 불법거래 결제수단으로 사용 등 기술의 지향점에
따른 한계점도 존재
암호화자산이 점차 금융투자 수단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기존 금융자산과 상호작용을 통해 파급효과가 확
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2018년 초 암호화자산의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확장되었으
나 주식, 금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의 시장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 하지만 암호화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 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를 확인
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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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융혁신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정리하고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금융혁신의 주요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
자산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고찰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혁신은 기능적으로 볼 때 중개비용의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리스크 분산 및 전파 경로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쳐왔음.

- 정보의 비대칭성 및 마찰적 요인 완화를 통해 중개비용 감소와 자원배치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
와 경제성장을 견인
- 리스크 거래시장 개설 등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에 의한 경기변동성 감소 효과가 있으나, 금융시
장 발전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형성으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함.
-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내재 리스크 과소평가에 따른 위기 증폭 효과도 혼재
핀테크는 IT 기업이나 빅데이터를 보유한 비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기존
의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파괴하거나 새로운 전달방식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표 1. 기존의 금융혁신과 핀테크 비교
구분

개념

기존의 금융혁신



주요 내용


주체

사례

파급 영향

중개비용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 개설
리스크 분산촉진
기존 금융서비스의 효율적 개선 등

핀테크
 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기존의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파괴하거나 새로운 전달방식으로 대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IT 업체 등 비금융기관






 지급결제: 모바일 지갑, 디지털 화폐, P2P 송금
 자금조달: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
 자산관리: 로보 어드바이저 등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ATM,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보험, 옵션, 선물상품, 스왑 등 파생상품의 등장
MBS, ABS, CDO 등
SIV,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정보비대칭을 완화하여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효율적으로 중개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에 기여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여
 정보수집비용의 과도한 증가로 오히려 정보비대칭을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중개수수료를 낮춤
악화시키고 자금을 금융시장에 락인(lock-in)할 수 있음.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국가나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금융가속도효과로 거시변수 및 금융변수 변동성의 감소 소득분위의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혹은 증가시킬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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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경제에서 금융혁신의 효과
무역금융은 국경간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 Trusted Third-Party)로서 중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혁신은 중개비용을 감소시키는 무역금융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 무역거래에서는 타국에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워 성공적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하나, 무역금융의 중개기능은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음.
◦국경 밖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원확인 혹은 신용상태의 확인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국경간 상
품 배송에 따른 시차로 인해 상품 인도와 대금 결제의 동시 처리 및 배송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확인이 어려움.

-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방식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각 금융기관이
TTP로서 중개역할을 담당하며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거래 편의성을 개선시켰으나, 중개비용은
여전히 높은 상황
◦무역거래는 결제방식에 따라 사전송금(CIA: Cash-In-Advance), 사후정산거래(O/A: Open Account),
신용장 방식 등으로 구분
◦사전송금 방식과 사후정산거래 방식은 모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
◦신용장 방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신용장,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다양한 문서의 진실성을 공증해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금융혁신은 무역금융 분야에 필수적인 신뢰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중개비용을 감소시킴.
◦사전송금 방식이나 사후정산거래 방식에서 금융혁신은 신용에의 접근성을 높여왔음.
◦향후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역거래 관련 문서의 진실성 추적 및 관리가 용이해질 전망

무역경로를 통한 금융혁신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금융의 역할에 중점을 둔 소규모개방경제모형
을 구축하여 분석함.

- 시장참가자가 대내외 거래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에 접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신용비용을 지불해
야 하는 상황을 모형화하고, 금융혁신이 평균적인 신용비용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가정
- 모형에 따르면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에 따라 무역거래의 참여자 수(외연효과)와 평균거래량(심
도효과)이 영향을 받으며, 이를 통해 개방경제에서의 주요 거시변수가 반응함.
◦금융혁신에 따른 신용비용하락 충격은 신용시장 참여율을 높여 실질화폐수요를 감소시키며, 무역신용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 및 대외채무 감소를 통해 국내이자율 프리미엄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충격은 이자율 하락 및 수출 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 증가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대외채무 감소, 국내이자율 프리미엄 및 국내 이자율 감소, 화폐 보유비용 감소, 실질화폐수요
증가를 가져와 신용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킴.

- 단, 구축된 모형은 무역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역재 및 교역재의 생산시기를 구분
하고 그 결과로 교역재가 수출재로 제한되는 등 한계점이 명확하므로, 향후 수출재와 수입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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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의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참여자의 신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가장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ㆍ관리하는 데 있음.

-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참여자들간에 이루어진 거래들을 기록 및 보관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로, 이것이 특정 집단에게 독점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 임의의 사용자들에 의해 분산
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추구
◦거래의 완전한 보관을 구현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거래내역이 명확히 기록될 필요

-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합의를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네트워크 장애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참여자 문제가
있음.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므
로, 일관성(consistency)과 가용성(availability) 사이 선택의 문제가 발생
◦분산시스템에서 악의적 의도를 가진 참여자로 인해 합의가 왜곡되는 상황을 ‘비잔틴 장군 문제’라 하
며, 비트코인은 임의의 사용자가 합의에 참가할 수 있는 비허가형 분산시스템에서 인센티브를 도입한
작업증명(PoW: Proof-of-Work)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기존의 인터넷이 정보를 정확히 전송하는 목표를 가진 데 반해,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터넷은 가치의
교환, 즉 네트워크상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사용자간에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추구

- 정보의 인터넷은 TCP/IP, HTTP, SMTP 등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인터넷망 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보를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정보의 복사본을 전달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함.
- 블록체인상의 인터넷은 가치의 인터넷으로 ‘데이터의 복사’가 아닌 ‘가치의 이전’을 추구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과는 달이 이전 사용자에게 그 가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야 하며, 가치의
교환 과정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유효한 가치 교환만이 기록되어야 함.

한편 네트워크 내부의 가치와 네트워크 외부의 가치를 교환하는 문제는 암호화자산의 법정화폐 가치 평가
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해 결정된 네트워크상의 가치를 네트워크 외부의 법정화폐 가치로 평가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발행된 암호화자산은 투기의 주요대
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 규제 문제가 대두되었음.
-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간에는 법정화폐로 환산된 가치가 아닌 네트워크 자체로서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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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적절한 가치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프로토콜이 갖추어져
야 하며, 그 후에는 네크워크간의 가치를 교환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의 정립이 요구됨.

블록체인 트릴레마에 따르면 특정 블록체인이 보안성(security)과 확장성(scalability), 그리고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정체된 산업계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
도가 계속되고 있음.

-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원장 시스템은 보안을 필수적으로 달성하면서 탈중앙성과 확장
성의 정도를 선택
◦PoW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장성을 희생했으며,
현재 주로 사용되는 중앙화된 시스템은 탈중앙성을 포기하는 대신 보안 및 충분한 확장성을 확보

-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개념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
◦탈중앙성 개념을 일부 포기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존 시스템의 법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결제시스템 및 생산시스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더리움의 EEA, IBM의 하이퍼레저, 골드만삭스의 쿼럼, 월마트 등 대형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며, 기존 시스템 대비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효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

-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구 및 개발하려는 시도
◦퍼블릭 블록체인 시스템이 대규모 사용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함.
◦궁극적으로 탈중앙화된 분산장부 시스템이 구현될 응용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며,
정치학 및 경제학 등 사회과학 배경의 다양한 인재에 대한 수요가 발생

4)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비트코인의 최초 발행 목적은 대금결제 수단이었으나 현재 암호화자산은 실질적인 투자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핵심 특징인 분산원장 기술이 부각되기보다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청산되고 있음.

- Nakamoto(2008)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제3의 신뢰기관의 개입 없이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간(P2P) 지급결제시스템을 제안하고, 비트코인이라 명명1)
◦2010년 5월 22일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 이후, 2018년 12월 기준 전 세계 1만 3,956개 오프라인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가 가능
◦그러나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상대적 거래비용 상승, 블록체인의 낮은 갱신빈도, 우발적 거래 취소
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현재까지 널리 통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음.

- 다양한 암호화자산이 하드포크(hard fork), ICO 등을 통해 생성되고 있으며, 거래소 및 P2P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

1) Nakamoto, S.(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86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8년 11월 27일 현재 2,073종의 암호화 자산이 거래되고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은 1,259억 달러
에 이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디지털코인(digital coin),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화자산 등
의 용어가 구별되지 않고 쓰였으나,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각국 중앙은행에서 암호화자산의 통화적 성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면서 G20 회의 등 국제적으로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 암호화자산의 기술적인 측면과 별개로 현실에서 암호화자산은 ICO 및 거래소
등을 통해 기존의 금융자산과 유사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차별점도 존재함.

-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암호화자산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대상기관에 대한 권리나 제3의 신뢰기관으로부터의 보증이
없어 교화의 매개 이외에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발행ㆍ유통되면서 기존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국경이동에 대한 거래비
용이 매우 적음.
◦현재까지 암호화자산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가 미흡

- 투자자는 ICO 참여 및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를 통해 투자규모, 투자시기, 투자기간
등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신생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자금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기존의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것보다 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자금공급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므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비하여 유리한 측면

-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을 적게 사용하고 감시가 어려우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모형이라는 측면
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모기지담보대출(MBS)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가 존재
할 가능성이 높음.
암호화자산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다르게 대부분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수요와 공급
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킹에의 노출, 규제의 미비로 인한 운용의 불투명
성 등 거래소의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음.

-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거래소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를 매번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내부적으
로 중개하는 오프체인(off-chain) 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음.
- 암호화자산의 법적 정의, 암호화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미비로 거래소 운용의 불투명성이
높아 거래소 운영자의 횡령,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자산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업
종분류도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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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절차적 편의성으로 다른 투자자금 모집 방식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
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적은 자본으로 글로벌 투자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나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큰 특성을 보임.

- ICO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암호화자산을 발행하고 판
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함.
- 대다수의 국가에서 ICO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진행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
며, ICO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규제 등 기존 제도를 회피하며 자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가 미비한 상황
- 특히 대부분 사업 구상단계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높음.
암호화자산과 다른 금융자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한국의 사례에서도 상호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암호화자산 가격의 급등락이 향후 금융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기존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암호화자산 거래가 활발하며,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자산
간의 파급효과 분석에는 한국의 사례가 중요

- 2014년 8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의 일별 자료를 Diebold and Yilmaz(2012)의
일반화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4가지 암호화자산의 수익률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금융자산
인 주식(KOSPI200), 채권(KOBI 신용지수), 부동산(KB주택동향조사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
수), 외환(달러/원 환율)의 수익률을 이용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네 가지 암호화자산 수익률의 공통 성
분을 추출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 수익률과 상호 파급효과를 추정

- 암호화자산과 다른 금융자산의 상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암호화자산 수익률이 다른 금융자산 수익률에 미치는 유출효과는
2.7%, 반대 방향의 유입효과는 2.8%로 상호간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2).
◦동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다른 금융자산 수익률이 암호화자산 수익률에 10~20% 영향(유입효
과)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2017년 2/4분기부터 증가하다가 2018년 1/4분기부터 감소
◦동태적으로 추정된 유출효과(암호화자산 수익률이 다른 금융자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는 2~9%로
유입효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유입효과의 경우와는 반대로 2017년 1/4분기부터 파급효과가 감
소하다가 2018년 1/4분기 이후 파급효과가 증가(그림 1)
◦한편 암호화자산과 다른 산업 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IT 산업이 암호화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반면, 은행이 암호화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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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암호화자산과 금융자산 간 파급효과 추정결과
(단위: 백만 달러, 개)
구분

암호화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환율

유입효과

암호화자산

97.2

0.7

0.3

0.8

1.0

2.8

주식

0.7

87.1

1.9

0.2

10.0

12.9

채권

1.2

2.9

93.4

1.0

1.5

6.6

부동산

0.2

0.8

2.3

96.1

0.6

3.9

환율

0.7

7.0

0.6

0.1

91.7

8.3

유출효과

2.7

11.4

5.1

2.2

13.1

34.5

총유출효과
(자국효과 포함)

99.9

98.5

98.5

98.3

104.8

6.9%

주: 각 행은 각각의 금융자산이 다른 금융자산으로부터 받는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며, 예측시점 10일 후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로부터 얻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암호화자산과 금융자산 간 동태적 파급 효과
A. 유입효과

B. 유출효과

주: Crypto-Asset은 4개 암호화자산의 공톰요인임. Stock은 KOSPI200, Bond는 KOBI 신용지수, Housing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Currency는 달러/원 환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암호화자산과 은행 및 IT 산업 간 동태적 파급효과
A. 유입효과

B. 유출효과

주: Crypto-Asset은 4개 암호화자산의 공톰요인임. Stock은 KOSPI200, Bank와 IT는 각각 KRX Bank Index와 MSCI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Index를 KOSPI200에
선형회귀한 결과의 잔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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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1)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금융혁신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만, 이와 더불어 새로운 리스크 경로가 형성될 수 있음.

- 금융공학에 의해 등장한 일부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은 수익과 리스크 파악이 쉽지 않아 정보
의 비대칭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며, 고수익을 위해 최적 수준 이상의 리스크를 떠안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경우에도 각 주택융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가 풀링을 통해 상쇄되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강화

2)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 이해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 강화
블록체인기술은 기저에 탕중앙화ㆍ탈중개화에 대한 방향성을 내포하며, 향후 관련 산업 현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

- 참가자의 신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지만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ㆍ관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인 경우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큼.
- 블록체인기술의 확장성 향상을 통해 저비용으로 중앙집권적 관리 기구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꾸준한 지지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3) 암호화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
새로운 현상으로서 암호화자산은 국경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률적 정의와 규제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가별로 암호화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국가 내에서도 소관 부처나 기관이 규제
사안별로 정책 지침 등을 통해 대응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ICO 및 거래소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조세회피
및 불법행위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여 암호화자산이 건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소극적 규제를 도입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암호화자산을 통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 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적극
적 규제 시행

- 암호화자산 특성상 국경이 중요하지 않고 ICO를 통한 자금조달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규제의 목적과는 다른 부작용을 파생시킬 우려
◦국제자본이동을 고려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국제공조를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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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고, 향후에도 글로벌 금융불안 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 2013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2014년 이
후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에 따라 금융불안이 발생하였음.
- 최근에도 미ㆍ중 통상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브렉시트, 중국 및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융불안 양
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
◦향후 통상 및 환율 정책, 재정 및 통화 정책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 안보 측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대외부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한국은 무역 및 금융 개방
도가 높아 대외 충격 고조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금융불안은 금융경로와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금융불안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

- 금융불안은 부(wealth) 감소, 실질구매력 감소, 자금조달 비용 상승, 경제 심리 위축 등을 거쳐
실물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
- 금융위기는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의 급격한 감소, 금융중개기능 약화,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본 투자 위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을 유발해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영향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과 신흥국
의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과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수행

- 이를 바탕으로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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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금융불안지수 개발
금융불안지수는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stress)의 수준을 연속적인 단일수치로 나타낸 것임.

- 금융불안지수는 기존의 금융위기 관련 연구들이 위기 발생 여부를 간단한 2진(binary) 변수로만
측정하고 현재의 금융불안수준(severity)을 측정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Illing and Liu(2003)가 최초로 개발하여 널리 사용
- 금융불안지수는 연속적인 변수로써 극단적인 값을 가질 경우를 금융위기로 정의
KIEP 금융불안지수는 구성변수 선택, 가중합산방법 선택, 임계치 설정 등 세 단계를 거쳐 산출
[구성변수] 금융시장을 자금중개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분별로 대표 변수
를 선정하여 9개 구성변수로 산출

- 자금중개시장에서는 은행업 주가의 상대변동성 또는 은행업 베타, TED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
드, 국가간 스프레드 등 4개 변수가, 외환시장에는 환율 변동성, 환율 절하율, 외환보유액 감소
율 등 3개 변수가, 주식시장에는 주가 변동성, 주가 하락률 등 2개 변수가 포함

표 1. KIEP 금융불안지수의 구성변수와 산출방법
구성변수

산출방법

: 일일 은행업 주가 변동률
: 일일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 해당 월(month)
자금중개시장

은행업 주가의 상대변동성
은행업 베타

외환시장

주식시장





  
   

TED 스프레드

CP(3개월)금리 – 통안채(1년)금리

신용 스프레드

회사채(3년, AA-)금리 - 국채(3년)금리

국가간 스프레드

국채(5년)금리 – 미국채(5년)금리

환율 변동성

원/달러 환율 일일 변화율의 월별 표준편차

환율 절하율

원/달러 환율의 전년동월대비 절하율

외환시장압력지수

외환보유액 감소율(전월대비)

주가 변동성

주가지수 일별수익률의 월별 표준편차

주가 하락률

전년동월대비 주가지수 하락율

주: 은행업 주가의 상대변동성과 은행업 베타를 번갈아 사용하여 두 가지 지수를 도출.
자료: 저자 작성.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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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합산방법] 각 시점별 변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단위를 통일시킨 후(표준화한 이후)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단순합산하는 방식인 동일분산 가중(equal-variance weight) 합산방법을 사용

- 합산 후에는 용이한 해석을 위해 최댓값이 100, 최솟값이 0이 되도록 단위(scale)를 조정
[임계치 설정] 금융불안수준을 안정, 불안, 위험 단계로 분류하고 위험단계의 임계치는 IMF 연구 등을
따라 ‘평균+표준편차x1.5’로 설정하고 불안단계의 임계치는 ‘평균’으로 설정

- 이러한 임계치는 각 국가의 장기적 평균에 비해 현재의 금융불안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
하는 상대적인 개념
이러한 KIEP 금융불안지수 산출방법을 여타 신흥국(MSCI 기준)에도 적용하여 개별 신흥국들의 금융불안
지수도 산출

- 구성변수 중 채권시장의 신용 스프레드는 신흥국 회사채 시장의 미발달로 제외하였고 일부 변수
의 경우 데이터 가용성이 제한됨에 따라 대리지표(proxy)를 사용

그림 1. KIEP 금융불안지수 추이
A. 은행업 주가의 상대변동성을 사용한 경우
(단위: 1997년 12월=100)

B. 은행업 베타를 사용한 경우
(단위: 1997년 12월=100)

주: 최댓값이 100, 최솟값이 0이 되도록 조정한 수치.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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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결과- 한국] KIEP 금융불안지수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한국의 주요 금융위기 기간과
IT 버블붕괴, 카드사태, 유럽 재정위기 등 주요 금융불안 시기를 잘 포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1).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KIEP 금융불안지수 수준을 비교해보면 최고치가 각각
100.0과 50.0으로 나타나, 금융불안의 수준이 외환위기가 금융위기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문별로는 외환위기 시기에는 자금중개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금융
위기 시기에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2).

그림 2. 금융시장의 각 부문별 불안 추이
A. 은행업 주가의 상대변동성을 사용한 경우
(자금중개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B. 은행업 베타를 사용한 경우
(자금중개시장)

주: 세 가지 부문의 최댓값이 100, 최솟값이 0이 되도록 조정한 수치.
자료: 저자 계산.

-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금융시장은 KIEP 금융불안지수가 불안 임계치인 장기 평균을 하회
하는 등 안정기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ㆍ중 통상분쟁 심화가 환율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2017년 말에 비해 KIEP 금융불안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부문별 기여도는 외환시
장과 주식시장이 높게 나타났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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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금융불안지수 상승기의 부문별 기여도 및 기여율
가. 은행업 주가의 상대변동성을 사용한 경우
금융불안지수
외환위기
금융위기
최근

자금중개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1997년 5월

12.4

35.6

42.4

9.6

1997년 12월

100.0

(40.6%)

(48.4%)

(11.0%)

2008년 5월

12.5

4.8

20.2

12.5

2008년 10월

50.0

(12.7%)

(53.9%)

(33.4%)

2017년 12월

3.9

-2.9

3.3

3.7

2018년 10월

8.0

(-69.6%)

(79.4%)

(90.2%)

나. 은행업 베타를 사용한 경우
금융불안지수
외환위기
금융위기
최근

자금중개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1997년 5월

15.0

35.3

40.5

9.2

1997년 12월

100.0

(41.5%)

(47.6%)

(10.8%)

2008년 5월

14.6

5.2

18.8

11.6

2008년 10월

50.3

(14.7%)

(52.7%)

(32.6%)

2017년 12월

0.0

0.2

3.3

3.7

2018년 10월

7.2

(2.8%)

(45.5%)

(51.7%)

주: ( ) 안은 기여율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검색일: 2018. 11.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산출 결과- 신흥국] 최근 들어 터키,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의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외환시장의 불안에 기인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터키와 멕시코의 경우 외환시장이 중국, 러시아 등은 주식시장이 전
체 금융불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음.

그림 3. 터키, 중국, 멕시코, 러시아 금융불안지수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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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림 3. 계속
멕시코

러시아

주: 위험단계는 금융불안지수가 평균+1.5σ(표준편차)를 상회한 경우, 불안단계는 평균치와 위험단계 사이 구간.
자료: 저자 작성.

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① 신흥국 패널분석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분석을 실시

- [분석자료] 1999년 1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기간 중 MSCI 신흥국 중 자료 확보가 가능한
17개 국가의 거시경제자료를 이용
- [분석방법] 분석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비교
- [분석모형] KIEP 신흥국 금융불안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중 GDP 대비 외국인 증권(주식, 채
권)투자 비율과 GDP 대비 외국인 기타 투자비율을 관심변수로 설정

     ×   ×      ×     
◦EKFS는 신흥국별 금융불안지수,   국가별 관측되지 않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고정효과(fixed
effect), 설명변수 중 FOC는 관심변수로 국제수지상의 외국인증권투자, 외국인기타투자, 외국인주식
투자, 외국인채권투자, 여타 통제변수로 DOM은 국내요인으로 경상수지 비율, 재정수지 비율 등이고,
GLO는 글로벌 요인으로 글로벌 상품가격지수 증가율, 글로벌 통상리스크 증가율, 실질 세계GDP 증
가율 등

패널분석 결과 외국인 증권투자 및 기타 투자비율이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 전후
로 다르게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비율의 경우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확
대되었으나, 기타 투자비율의 경우에는 축소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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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바젤3 등 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을 통한 자
금흐름이 축소된 반면, 상대적으로 금융규제가 은행권에 비해 느슨하면서도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 및 채권을 통한 자금흐름이 활발하였기 때문

- 외국인 증권투자를 외국인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로 구분한 분석에서도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율의 경우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확대된 반면, 기타 투자비
율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축소
◦특히 외국인 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증권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고수익 및 고위험 추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 분석결과(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 기간)
위기 前

위기 後

위기 前

위기 後

’99Q1~’08Q2

’09Q3~’18Q2

’99Q1~’08Q2

’09Q3~’18Q2

분석모형(1)

분석모형(1)

분석모형(2)

분석모형(2)

외국인 주식투자비율(GDP 대비)

-0.027

-0.201***

외국인 채권투자비율(GDP 대비)

-0.087***

-0.113***

종속
변수

신흥국금융불안지수
외국인 증권투자비율(GDP 대비)

관심
변수

국내
요인
해외
요인

-0.073***

-0.126***

외국인 기타 투자비율(GDP 대비)

-0.085***

-0.002

-0.085***

-0.002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

-0.054***

-0.195***

-0.048*

-0.192***

-0.046**

0.021

-0.048**

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0.010

글로벌통상리스크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글로벌상품가격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실질 세계 GDP 증가율(전년동기대비)

0.003***
-0.004
-0.557***

Number of observations

415

0.001**

0.003**

-0.054***

-0.004

0.160*

-0.541***

577

374

0.001**
-0.054***
0.155*
575

Number of countries

17

17

17

17

Overall R-sq

0.28

0.27

0.25

0.27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경상수지 비율과 재정수지 비율은 1기 시차변수(lagged variable) 이용.
자료: 저자 계산.

내생성 완화, 구조적 변화 고려, 추정방법의 다양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수행한 결과, 앞절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첫째, 내생성을 완화하기 위해 관심변수의 1기 시차를 적용하여 분석(표 4)
- 둘째, 금융위기 전후 기간 분석에 대한 강건성 검증으로 기본 모형의 관심변수(외국인 자금흐름
변수)에 금융위기 이후 기간더미변수(교차항 더미)를 이용
- 끝으로 오차항에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을 고려한 GLS(Generalized Least Square) 방법을 적
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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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결과(관심변수에 1기 시차 적용)
종속
변수

관심
변수

국내
요인
해외
요인

신흥국금융불안지수

분석모형(1)

외국인 증권투자비율(GDP 대비)(t-1)

-0.096***

외국인 주식투자비율(GDP 대비)(t-1)

분석모형(1)

-0.176***

외국인 채권투자비율(GDP 대비)(t-1)

-0.083***

외국인 기타 투자비율(GDP 대비)(t-1)

0.002

0.003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t-1)

-0.158***

-0.148***

재정수지 비율(GDP 대비)(t-1)

-0.010

-0.016

글로벌통상리스크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001**

0.001**

글로벌상품가격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042***

-0.044***

실질 세계 GDP 증가율(전년동기대비)

-0.481***

-0.442***

Number of observations

1,061

1,012

Number of countries

17

17

Overall R-sq

0.34

0.33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계산.

② 한국 시계열분석(Recursive least squares)
한국만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금융불안지수 결정요인들의 동태적 변화를 반복최소자승법
(Recursive leaset squares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

- [분석방법] 초기 분석기간(2000년 1분기~2007년 4분기)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분석기간을
1년씩 늘려갈 경우 2018년 2분기까지 총 12번의 추정결과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심변수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
- [분석모형] KIEP 한국 금융불안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관심변수, 국내요인, 글로벌 요인을 설
명변수로 설정

◦KKFS는 한국금융불안지수, 관심변수로 PLG는 외국인증권투자비율(GDP 대비), OLG는 기타 투자
비율(GDP 대비), 국내요인변수로 CA는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 GRES는 외환보유액 비율(GDP
대비), 해외요인변수로 WCIL는 글로벌 상품가격지수, CKFS는 중국 주식시장 불안지수
◦중국 금융불안지수는 시계열이 짧아 중국 금융불안지수의 하위 구성항목 중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긴
주식시장 불안지수를 중국 금융불안지수의 대용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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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 투자는 모두 한국금융불안지
수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

- 다만 동태적으로는 금융위기 직후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전반
적으로 지속
◦12번의 추정 결과 모두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비율과 외국인 기타 투자 비율 상승은 한국의 금융불안
지수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두 변수의 추정치는 금융위기 직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하거
나 횡보

- 패널분석 결과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외국인 증권투자 비율은 평균적으로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음(-)의 추정치가 크게 하락하나, 기타 투자 비율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음(-)의
추정치가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주식시장불안지수는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직후 음(-)에서 양(+)으
로 관계가 바뀌었으며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중국 주식시장불안지수와 한국 금융불안지수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4. 주요 변수의 추정치 변화 추이

주: dplg: 외국인 증권투자비율, dolg: 외국인 기타 투자비율, dcstock: 중국 주식시장 불안지수.
자료: 저자 계산.

- 외국인 증권투자를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로 구분해 동일한 반복최소자승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추정치 하락폭 측면에서 외국인 채권투자비율이 외국인 주식투자비율보다 크고, 추정치 수준
(level)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에 비해 보다 지속적이고 큰
규모로 유입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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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 변수의 추정치 변화 추이(주식투자와 채권투자로 구분)

주: dpslg: 외국인 증권투자비율, dpdlg: 외국인 채권투자비율, dolg: 외국인 기타투자 비율, dcstock: 중국 주식시장 불안지수.
자료: 저자 계산.

3) 대외충격의 한국 금융불안 영향분석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불안, 글로벌 통상 리스크 등 외부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강도와
지속성을 분석

- 1999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 기간에 대해 분기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실효정책금리, 블룸버그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 그리고 앞장에서 구축한 중
국, 한국을 포함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 데이터를 활용
- 방법론으로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사용하여 변수간 상호 연관성과 내생성을 고
려하였으며, 모형 내 변수간 충격식별관계를 지정해 현실성 있는 관계를 반영
- 분석변수로 대외충격요인,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 국내 금융불안지수를 고려하고, 국내 금융불
안지수는 미국 금리 및 신흥국 금융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 금리 및 신흥국 금융불안 공
분산은 0을 가정함.
[미국금리 인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금리상승 충격에는 국내 금융불안지수가 낮아졌다가 서서히
회복

- 미국 금리상승에 따라 신흥국의 자본유출로 국내 금융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반되
는 결과
- 미국 금리상승은 미국 경제여건이 건실하고 지속적인 확장이 기대될 때 이루어지므로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금융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추측됨.
- 금융위기 전후로 나눠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은 위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반면, 금융위기 이후
에는 미국 금리상승 시 금융불안이 심화되지만 1분기 이후 회복
- 외환, 주식, 자금중개 시장별로 나누어 반응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환시장에서 미국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한편,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금중개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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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국내 금융불안지수의 충격반응함수
(전체 기간)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후)

자료: 저자 계산.

그림 7. 금융시장의 각 부문별 불안 추이
A.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별 국내 금융불안지수의 충격반응함수- 금융위기 이전
(외환시장)

(주식시장)

(자금중개시장)

B.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별 국내 금융불안지수의 충격반응함수-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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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자금중개시장)

[중국 금융불안] 중국의 금융불안이 높아질 때 국내 금융불안 역시 심화되며 3분기까지 지속

- 한국경제는 중국과 무역 및 금융 등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중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 시장별로는 외환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식 및 자금중개 시장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그림 8. 중국 금융불안에 대한 국내 금융불안지수의 충격반응함수
A. 중국 금융불안에 대한 국내 금융불안지수의 충격반응함수

B. 중국 금융불안에 대한 시장별 국내 금융불안지수의 충격반응함수
(외환시장)

(주식시장)

(자금중개시장)

자료: 저자 계산.

[통상정책 불확실성] 최근 무역보호주의에 따른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상 불확실성 충격이
국내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상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별로는 외환시장과 자금중개시장은 통상 리스크에 대해 거의 반응하지 않는 반면, 주식시장
은 유의성은 높지 않으나 통상 리스크에 대해 양(+)의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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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수출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통상 불확실성의 증가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이후 더욱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림 9. 통상 불확실성에 대한 국내 금융불안지수의 충격반응함수
A. 중국 금융불안에 대한 국내 금융불안지수의 충격반응함수

B. 중국 금융불안에 대한 시장별 국내 금융불안지수의 충격반응함수
(외환시장)

(주식시장)

(자금중개시장)

자료: 저자 계산.

3. 정책 제언
1) 금융불안 모니터링 수단 강화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EP 금융불안지수가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

- KIEP 금융불안지수는 국내외 금융불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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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외환, 자금중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부문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 또한 정책당국의 금융불안 단계별 대응체제 강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KIEP 금융불안지수는 안정, 불안, 위험 등 금융불안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금융안정
을 위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한편 현재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불안지수가 개발되어 있는데, 향후 이를 주요 선진국 및 주요
지역으로 확장할 경우 이들 금융불안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 한국의 불안 경로 및 강도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
◦KIEP 금융불안지수를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사용 중인 유사 지수와 병행 또는
연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 금융불안 완화 방안 마련
주요 신흥국의 금융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한국 금융안정에 기여했던 기존 외환
건전성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

- 2018년 한국의 경우 전반적인 금융불안지수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지만 상대적으로 외환
및 주식 시장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불안지수가 상승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채권 및 주식 투자는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확대되었으
나 외국인 기타 투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채권 및 주식 투자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이들 자금 유출에 따른 파급 영향분석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필요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이탈에 대비해 글로벌 민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패턴을 파악하고, 외국 중앙
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정기적 교류 및 핫라인 구축 등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
- 한편 금융안정을 위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중국 리스크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는
것도 필요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의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기업
부채, 부동산 버블 리스크, 실물경제 부진, 미ㆍ중 통상분쟁 고조 등이 중국 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엄밀히 조사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리상승 충격은 국내 금융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외국
인 자금유출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실제 2006년 5~7월 한ㆍ미 금리 역전폭이 100bp를 상회하였을 때 외국인 증권투자 순매
도액은 8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종합주가지수는 8.6% 하락한 전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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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초점을 두고 취해온
금융안정체제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

-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의 금융안정조치가 기타 투자자금 흐름, 즉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초
점을 둔 반면,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 투자에서 증권투자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금융
불안 결정요인 중에서도 증권투자의 영향력이 기타 투자보다 커졌기 때문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이 추진한 주요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확대를 유도
◦경상수지 흑자, 국내 연금형 금융자산 축적 등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해외투자가 국
내 금융시장 안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도한 환위험 헤지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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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급속히 확대되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이 증가함.

-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과정의 투입물(input)로서 연구, 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 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 가치사슬의 상ㆍ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서비스 시장의 규제 개선이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
아세안은 향후 한국과의 가치사슬 구축 및 심화를 통해 상호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서비스 무역
증진, 무역ㆍ투자 원활화 관련 연구를 통해 한ㆍ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와 아세안을 포함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헤드쿼터,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세안을 대상으
로 한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현황과 교역 저해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세안 서비스 산업의 규제 및 개방 현황 분석을 시도함.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아세안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업에 비해 진전
이 미진한 서비스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현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파트너로 격상하고, 3P(People, Peace,
Prosperity) 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음.
- 신남방정책은 상생번영(Prosperity)을 위해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대로 확대할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ㆍ인도 진출 기업 지원 강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협
력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한 협력기반 강화,
GVC 연계 등 상생(win-win)협력 촉진 등을 주된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
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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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경우 산업별ㆍ교역상대국별 서비스 교역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아세안 국가별로 서비스 관련
규제가 상이하거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정책적 투명성 부족)가 있어 서비스 교역 현황 분석에 어려
움이 존재함.

- 이에 본 연구는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
하여 서비스 교역 현황 및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 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
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이하 아세안-6)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 현황
① 총액 기준 서비스 무역 현황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
는 여행, 기타 사업, 운송부문이 주도함.
-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서비스 수입 증가를
주도함.
2017년 기준 다수의 아세안-6 국가가 상품 관련 서비스, 여행부문에서 서비스 무역 흑자를, 특허권과
운송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경우 여행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태국의 경
우 여행부문의 흑자가 서비스 수지 흑자를 견인함.
- 필리핀은 기타 사업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금융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싱가포르는 특허
권 부문에서 전체 서비스 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14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②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현황
국제산업연관표인 ADB 다지역투입산출표(ADB MRIO Tables)와 OECD 국가간투입산출표(OECD ICIO
Tables)를 이용하여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분야 협력수준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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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5개국(이하 아세안-5)은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
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임.
제조업 수출에 기여한 서비스 부가가치를 세부 산업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도소매 및 수리업,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서비스, 운송업 및 창고업, 금융업 순으로 아세안-6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일본과 중국의 도소매 및 수리업, 미국의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 미국의 도소매
및 수리업, 일본의 운송업 및 창고업, 대만의 도소매 및 수리업 등이 아세안-6의 제조업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도소매 및 수리업, 싱가포르의 운송 및 창고업, 태국의 도
소매 및 수리업이 한국 제조업 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임.

③ 공급 유형별 서비스 무역 현황
공급 유형별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서비스는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
과 Mode 3(상업적 주재)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GATS는 서비스 무역을 공급 유형에 따라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이하 Mode 2)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이하
Mode 3)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 이하 Mode 4)으로 정의
- 한국의 Mode 1에 의한 대아세안 서비스 공급 중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이 14.7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한국기업의 Mode 3에
의한 대아세안 진출이 활발하며, 상대국에 따라 매출액이 업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정확한 서비스 수출 추산이 어려운 건설업 및 도소매업을 제외, 말레이시아에서는 출판ㆍ영상ㆍ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베트남에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싱가포르에서는 부동
산업 및 임대업, 필리핀에서는 기타 업종, 태국에서는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운송업이 높은 매출액 비중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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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
World Bank STRI의 업종별ㆍ공급 유형별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
규제는 2008년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규제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음.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 무역규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으며,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 정도가 낮음.
- 싱가포르는 감사, 의료ㆍ치과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서비스 무역 규제가 없
거나 미미한 수준
서비스 업종별 외국인 지분율 상한 및 면허 취득 관련 규제를 분석한 결과 아세안-6이 외국인 지분 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관련 사업면허 발급을 규제하여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
재하였음.

- 면허 관련 규제는 발급요건 비공개, 공개된 요건 충족 시에도 자동으로 면허 미발급, 자국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 상이한 면허 발급요건 적용, 발급 거절사유에 대한 안내 의무 미부과, 항소
(Appeal) 불허, 규제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불허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임.
-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존재하
며 실제로는 상당수의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

② GATS 및 아세안+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의 경우 GATS와 DDA 양허가 실행규제에 비해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는 water라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GATS의 제약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실행규제의 제약수준이 낮을수록 water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양허와 실행 규제 간 차이는 나라별ㆍ업종별로 상이한데 교육서비스, 소매서비스, 회계ㆍ경영컨
설팅ㆍ국제법자문, 도로운송, 은행업 등이 GATS, DDA 양허와 실행규제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인 아세안+1 FTA는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water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아세안+1 FTA 대부분의 호크만 지수는1) 0.5보다 작은 값으로, ‘약속 안함(unbound)’이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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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참고로 아세안-6는 한국에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업, 통신, 유통, 건설
및 관련 토목, 운송, 건강 관련 및 사회서비스의 개방을 허용함.
- 반면 호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 개방을,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 관광 및 여행,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개방을 허용하였음.

③ 아세안 역내 서비스 규제 협력 논의 현황
아세안은 역내 Mode 1과 Mode 2 제한 완전철폐, Mode 3의 내국민대우(NT)와 시장접근(MA)에 대한
제한 제거, 외국인 참여 지분 70%까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함.

- 단 Mode 4(자연인의 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극히 제한함.
- 역내 서비스 자유화는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앞선 반면 미얀마와 브루나이 등이
늦은 것으로 보임.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
수준이 높은 분야는 교육, 환경,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ㆍ문화ㆍ스포츠가
가장 낮은 편임.

- 현재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10차 패키
지 협상 및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이 진
행중
-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므
로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3)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 및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 아세안의 높은 서비스 교역 장벽 △ 한국의 높은 서비스 규제 △ 한국의 낮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비교우위) 등임.

- OECD STRI와 World Bank STRI를 활용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 규제는
유의하게 서비스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규제수준이 서비스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Nordas and Rouzet 2017).
1) 호크만 지수는 각 국가별로 서비스 무역 개방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depth)를 수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자유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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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아세안의 서비스 규제가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

- 자료의 한계로 Mode 1~2유형의 서비스 교역액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분석 결과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 규제가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 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유의하게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Mode 1)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임.

4)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사례분석 결과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세안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

- 2012~16년 동안 대아세안 진출 누적 신규법인 수가 가장 많은 도소매업, 투자금액이 가장 큰
금융 및 보험업을 대상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의 Mode 3 유형의 수출액
이 가장 큰 베트남을, 금융ㆍ보험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인도네시아를 대상국가로 선정함.
-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서비스 양허표 및 관계 법령 비교를 통해 실행규제와 양허 간의 차이
를 식별하고,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한국기업이 해당 서비스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서비스 무
역장벽을 파악
한ㆍ베트남 FTA의 도소매업 양허수준은 GATS 및 한ㆍ아세안 FTA와 유사한 수준이나 양허안과 실행규
제 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실행규제가 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베트남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협정국에 대해 도소매분야
추가개방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한ㆍ베트남 FTA 개선협상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ㆍ아세안 FTA상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금융업 양허는 일부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GATS와 유사한 수
준이며, 실행규제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동일하나 실행규제가 일부보다 완화된 규정을 채택

- 한ㆍ아세안 서비스 무역협정이 2009년 체결된 이후, 2014년에 취임한 조코 위도도 정부가 투
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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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결과, 기진출 기업은 △ 규제 해석의 모호함 △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
하는 관행 △ 허가증 발급의 복잡한 절차 및 높은 비용 △ 전문성 이전 의무 △ 외국인 근로자 수 및
근로분야 제한 등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ode 3 유형의 베트남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 금융업 STRI는 매우 낮으나,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역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

3.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산업이 2016년 기준 총고용의 70.21%, GDP의 59.24%를 차지하는 등 국내경
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 및 대세계 경쟁력은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제조업에 비해 낮으며, 저부가가치 저임금 분야
의 종사자가 다수인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업 위주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전체 고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비스업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아세안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업에
비해 진전이 미진한 서비스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① 국내 서비스 규제 개선
서비스 교역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국내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

-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높은 서비스 규제수준이 서비스 수출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서비스 시장개방 및 규제개선이 경쟁을 촉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
- 국내제도 재정비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해외서비스 투입물(input)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공급자들에게 혁신할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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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외 서비스 장벽 완화
FTA 체결 및 추가협상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앞선 분석에 따르면 실행규제수준이 FTA 양허수준보다 대체로 낮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FTA 양허를 통한 추가개방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속적인 교역상대국의 규제 현황 조사와 FTA 양허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주요 교역 상대국간 규제 조화 추구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국가간 규제의 조화가 요구되므로,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규제 조화 논의 주도를 통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해야 할 것임.

- 규제가 국가별로 상이할 경우 교역비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됨.
- 전 세계적인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실제로 아세안은 역내 규제 조화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정기적인 양자ㆍ다자 간 회의 및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규제협력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공동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④ 제조업 정책과의 연계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각종 서비스 규제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교역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함.

- 글로벌 가치사슬이 발달함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이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각종
서비스 규제가 상품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향후 FTA 협상 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해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ㆍ서비스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서비스와 상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생겨남에 따라 생산자는 소비자와
활발한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과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지원, 유통, 광고, 고객지원, 연구개발 등의 서비스 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서비스의 간접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쟁력
증대도 꾀할 수 있음.
- 제조업ㆍ서비스업의 연계 강화는 양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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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국내 서비스 규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제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기업의 영세적인 특성, 해외진출 경험 및 경쟁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운송부문 외에는 대세계 비교열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 시 상당수 업종의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R&D 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 요구됨.

⑥ 정책 입안 시 활용 가능한 서비스 통계 구축
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 통계 구축 노력이 필요함.

- Mode 3 서비스 수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열사의 서비스 통계(FATS)가 필요하
나, 현재 해당 통계가 부재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음.
- Mode 4 역시 기존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로, 최근 양자간ㆍ다자간 서비스협상에서
Mode 4 자유화 확대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 확보가 요구됨.
-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 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다 정밀한 서비스 통계 구축이 필요함.

2) 한ㆍ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상생형 경제협력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아세안 서비스 산업 개방ㆍ개혁을 지원함으로써, 한ㆍ아세안 상품ㆍ
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해외서비스 공급자의 진출은 현지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운송, 금융, 교육, 연구개발, 전문기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아세안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ㆍ아세안 간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한ㆍ아세안은 양국간 분업을 통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이 해당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생산단계
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최근 한국은 지재권 사용료 분야에서 대아세안 흑자를, 아세안은 가공서비스 분야에서 대한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즉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한국은 아세안의 낮은 가공임을 이용하여
제조업 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아세안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달
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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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앞서 언급한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생산단계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한국은 아세안 시장을 통해 서비스 산업 진출경험을 축적하여, 대세계 경쟁력이 낮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대세계 비교열위를 지녔으나 아세안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지닌 업종이 존재하므로(예: 육상운
송과 소매업 등),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아세안에서 진출경험을 축적하여 여타 업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ㆍ아세안 FTA 후속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허수준을 현실화하고,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사례분석 결과, 아세안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혁ㆍ개방 노력으로 실행규제와 한ㆍ아세안 FTA
양허 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행규제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은 향후 역내 Mode 1과 Mode 2 제한 완전철폐, Mode 3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NT)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MA)의 제거, 외국인 참여지분 70%까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ㆍ아세안 FTA 개선협상에서도 협상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실증분석 결과 아세안-6의 경우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 교역(Mode 1)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Mode 3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Mode 1과 Mode 2 형태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아세안의 규제수준은 낮은 편이나 Mode 3~4
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높음.
규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규제의 부재가 오히려 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ODA 등을 통해 아세안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아세안에 우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까지도 시행
착오를 많이 겪고 있음.
- 일본 아세안 상공인 연합회의 경우 매년 아세안 사무국에 개선과제를 권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현지 진출기업의 의견이 아세안의 국내제도 개선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ASEAN 서비스 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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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최근 콜롬비아와의 협정(2016년 7월)까지 발
효하면서, 현재 53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중미 5개국1)과의 자유
무역협정도 타결
-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됨에 따라 관세는 상당 부분 낮춰진 반면 WTO 등을 통해 통제되기
어렵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비관세조치가 세계 교역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다양한 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켜 협정 당사국간에 비관
세조치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들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는
관세감축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와 협정의 체결 여부에 따른 효과에 집중되었음.
본 연구는 최근 구축된 Worldbank(2017)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 수준과 그 개별 구성요소가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WTO가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다자 차원에서 균등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자유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무역체제로서 체결국간에 추가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함.

- 다양한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에서는 환경, 노동 등 다양한 이슈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추세
1)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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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결국의 민감분야를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계별 적용방안을
도입하는 등 당사국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제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된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하고 국제통상질서를 선도하였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로 통상정책
을 선회하며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
- WTO 확대에 따른 회원국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WTO 시스템의 비효율성 증대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에 따른 무역패턴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 무역 및 비관세 장벽의 중
요성 증대

2)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
①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유무역협정에서
포함하는 WTO+ 및 WTO-X 구성요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남.

- 다만 이러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협정 당사국간 상황에 따라 결
정되는 측면이 강함.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양 당사국의 경제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구성요소의 협정포함여
부, 법적구속력 포함범위와 상세내용에 차이가 있음.

- 최근 발효된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이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 및 SPS, TBT, GATS가 핵심적인 요소였고, 개도
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SPS와 TBT를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북미 지역 내 협정 역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법적 구속력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더욱 많은 구성요소가 포함됨.

②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최근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많은 구성요
소를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구성요소 수는 평균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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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8개보다 많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는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그간 적극적
인 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구성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임.

-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구성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
시장규제, 공공행정 등이었으며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
역협정에서 보다 강조
-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정 모두 투자 관련 요소를
포함함.

3)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 혹은 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리고 구성요소들의 법적 구속력
이 높을수록,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미한 양(+)의 교역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욱 두드러졌으
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증대 관점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WTO-X 구성요소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유의미한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래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임.
구성요소별 효과를 보면 시장접근 구성요소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수출세는 그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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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구성요소는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음.

- 특히 WTO에서 다루지 않는 투자 규범들이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구성요소는 개도국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
경쟁 구성요소는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국영기업, 국가보조, 경쟁정
책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준 구성요소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 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무역구제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간, 그리고 개도국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
했는데, 반덤핑조치는 교역 확대에 기여하는 데 비해 상계관세는 모든 국가조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책 제언
1)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은 상대국의 경제수준이나 상대국이 속한 지역 측면에서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편임.

-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교역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지역)나 기존에 무역이 활발한 교역 상대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활발히 추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이 교역에 보다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교역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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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역협정의 초점이 시장확보와 이를 통한 수출확대에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 신흥개도국과의 무역
협정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이나 포용적 통상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상대국과의 생산 및 경제 구조를 고려하는 한편, 양국을 포함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정문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포용적 통상정책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함.

2)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선진국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
역협정이 체결됨.
본 연구에서 WTO-X 구성요소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한ㆍ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시 이들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동시에 한ㆍ인도네시아, 한ㆍ말레이시아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양자 경제 협력관계를
반영한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ㆍ인
도 CEPA 개정 협상 역시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음.
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상대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

-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의 협상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
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함.
-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무역이슈의 부상임.

- 대표적인 이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임.
- 최근 미ㆍ중 분쟁과정이나 USMCA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정경쟁이슈들(지식재산권, 국영기업
과 노동, 환경 등) 역시 중요한 무역이슈임.

324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WTO-X에 대한 논의는 비단 자유무역협정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기술발전과 새로운 무역이
슈들이 등장하면서 WTO-X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향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 메가 FTA에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무역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논의
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4)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방안 마련
그동안 우리는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왔으나, 주요 관심은 상품 관련 시장접근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음.

-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시장접근(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뿐만 아니라 표준 및
비교역이슈 역시 교역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비교역이슈가 교역을 촉진하는 경로에 대한 면밀한 식별을 통해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 조항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협상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통상정책의 성패는 결국 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회를 기업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현재 효과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대부분 시장접근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기존의 협의체를 검토하고 필요시 재구성하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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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ㆍ중ㆍ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0년대 후반부터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반영한 수출 시장ㆍ품목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 정체, 중국의 사드(THAAD) 사태로 부각된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
문제, 중국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개혁,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수출채널
의 급성장 등의 환경 변화가 진행됨.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ㆍ
중ㆍ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ㆍ중ㆍ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권에 있고 전반적으로 수출경합도가 높은 한국, 중국, 일본 소비재 제품의
점유율, 연평균 성장률, 수출경합도 등을 비교ㆍ검토
- 소비재는 우리 정부가 2016년에 선정하고 2017년 1월 개정을 거친 5대 유망 소비재로 정의하며,
그 범주는 [표 1]과 같음.

표 1. 유망 소비재의 구성
종류
농수산식품
(MTI 01~04)
화장품
(MTI 2273)
의약품
(MTI 2262)
생활ㆍ유아용품
(MTI 51)
패션의류
(MTI 441, 5212, 991)

설명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포함
 미용, 피부 보호, 청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향수, 화장수, 메이크업, 기초 화장품, 두발용 제품, 면도용 제품, 인체용 탈취제, 목용용 제품, 클렌징폼,
기타 화장품, 화장용 비누 등이 포함.
 질병 예방, 진단,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신변잡화(위생용품), 가구, 악기, 운동레저용품, 문구ㆍ완구, 유아용품(유모차, 유아용냅킨),
패션잡화(가방ㆍ안경ㆍ쥬얼리ㆍ시계), 주방용품 등 사람의 의식주와 관련된 제반 생활소비재 상품
 원단을 소재로 하는 각종 의복 및 패션 상품
 유아용 의류, 손수건, 넥타이류 등이 포함

자료: 김건우(2017), ⌜중소기업의 유망소비재 수출동향과 신생기업의 수출활동 분석⌟, 『IIT Trade Focus』, 2017년 23호. p. 2; 문병기ㆍ김건우ㆍ이도형(2017), ⌜무역통계
품목분류 체계(MTI) 개선방안⌟, 『IIT Trade Focus』, 2017년 3호. p. 39.

본 연구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한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이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동남아 3국(인
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를 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소비재 제품의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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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동남아시아 유망 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연구대상인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은 수입규모 및 수요 측면에서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의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 소비재 수입 성장세가 세계의 소비재 수입 성장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제한적인 소비재 수입 성장은 인도네시아 전체 소비재 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하
는 농수산물의 수입 성장률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다른 4개 품목의 수입 성장세는 세계 수입
성장세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음.
- 3국의 유망 소비재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망 소비재 시장 규모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
아 순으로 컸으며, 소비재 수입수요(수입 비중)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순으로 컸음.
품목별 수입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 농수산물ㆍ패션의류ㆍ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성장세(최근 5년)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그림 1. 동남아 3국 유망 소비재 수입시장 규모 비교
120

(그림 단위: %; 표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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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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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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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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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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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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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omtrade의 수입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http://wits.worldbank.org(검색일: 2018. 11. 1), <HS2012-HS1996 연계표>와 <HS2012-MTI
유망소비재 연계표>를 활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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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의 소비재 수출이 동남아 3국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국의 유망 소비재 시장점유율이 높고 증가추세(2011년 13.4%
→ 2016년 16.6%)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생활용품ㆍ패션의류 시장점
유율이 40%를 초과하였음. 일본(2016년 2.0%)과 한국(2016년 1.3%)의 점유율은 농수산물 시
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
- 태국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중국의 시장점유율(2016년 20.6%)이 일본(2016년 5.9%)ㆍ한국(2016
년 2.6%)보다 높고 분석기간 동안 증가추세를 시현함. 품목별로는 패션의류(2016년 50.2%) 패
션의류(2016년 34.4%)의 시장점유율이 두드러짐. 한국제품은 화장품 분야(2011년 3.7%→
2016년 9.5%)에서 시장점유율 상승세를 나타냄.
- 베트남시장 역시 중국의 시장점유율(2016년 12.4%)이 한국(2016년 5.2%)ㆍ일본(2016년 2.5%)
보다 컸음. 품목별로는 중국의 패션의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한 가운데, 한국의 시장점유
율은 생활용품(2016년 22.0%)과 화장품(2016년 12.8%)에서 두드러졌음.
각 시장별, 품목별로 한ㆍ중ㆍ일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한ㆍ일 경합
도가 한ㆍ중 및 일ㆍ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베트남 생활용품시장과 태국
패션의류시장에서 양국간 수출경합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그중 한ㆍ일 수출경합도는 화장품 및 의약
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4~16년 평균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화장품(한ㆍ일 경합도)과 의약품(한ㆍ일)에서
양국간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태국시장에서는 화장품(한ㆍ일, 일ㆍ중, 한ㆍ중), 생활용품(한ㆍ일) 및 의약품(한ㆍ일)에서 양국
간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시장에서는 화장품(한ㆍ일, 한ㆍ중), 생활용품(한ㆍ일, 한ㆍ중, 일ㆍ중) 및 의약품(한ㆍ일)
에서 양국간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한ㆍ중ㆍ일 소비재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중력모형(gravity equation)을 이용하여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무역의 결정요인을 비교ㆍ분석함.

- 문화적 거리지수( = i국과 j국 간의 문화적 거리지수) 및 비관세조치, 인터넷 보급
률, 서비스 무역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식 1]을 이용

  ln  
 ln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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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분석 결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문화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비스 무역이 더 활발할수록,
양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더 잘 되어 있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음.

-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수요자가 개인인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레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본 실증분석에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
이 확인됨.
- 또한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
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품별로 소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수산물과 의약품의 경우 여타 소비재에 비해 TBT, SPS 등 무역장벽에 의한 교역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우리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패션의류의 경우 다른 소비재와 달리 압도적으로 레크레이션 서비스수출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방송 등 서비스수출을 통한 문화에 대한 노출이 패션의류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
으로 나타남.

3) 한ㆍ중ㆍ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① 한ㆍ중ㆍ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정책 비교ㆍ분석
한국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

- 소비재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예산 확대 및 해외마케팅 기회 확대,
해외진출에 성공한 대기업 유통망을 통한 소비재 수출 지원, 아마존ㆍ타오바오와 같은 글로벌
유력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 지원 등을 강화
-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장관급 회담 및 FTA 채널 등을 통해 국가간 약정 체결을 맺음으로써
우선적으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적ㆍ임시적 허용 등의 잠정적 해결을
병행 진행함.
- 2018년 4월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 정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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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중국정부
가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정책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의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
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은 통관
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됨.
일본정부는 일본의 특색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에 알리고, 이를 수출 및 고용 확대,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종합적 경제정책인 「쿨재팬 전략」의 일환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쿨재팬 전략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방송ㆍ미디어 등 콘텐츠의 해외전개를
지원함으로써 일본 붐을 창출하고, 2단계에서는 상품수출ㆍ현지 진출을 통한 현지의 수요를 획
득하며, 3단계에서는 인바운드(관광) 확대를 통해 일본에서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쿨재팬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쿨재팬기구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기준으
로 방송콘텐츠 및 관광 분야에서는 정책지원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②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한국은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

-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
-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
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국의 전자상거래 지원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 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

-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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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함.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 정리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를 촉진

③ 동남아(인도네시아ㆍ태국ㆍ베트남)의 수입 관련 주요 장벽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며, 특히 통관ㆍ인증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표 2 참고).

표 2. 동남아 3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국가

유형(건수)
인증(1)

농축산물 / 식품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3), 수량통제조치(5) / 인증(1), 수량통제조치(2)

의약품 / 의료기기

수량통제조치(1) / 인증(1)

패션ㆍ의류

인증(1)

기타(철감금속, 가전제품 등)

기술장벽, 인증 등 18건

화장품

인증(1)

인도네시아
(33건)

농축산물 / 식품

지식재산권(1),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1) / 인증(3)

의약품 / 의료기기

수량통제조치(1) / 인증(2)

생활ㆍ유아용품

기술장벽(2)

기타(철감금속, 가전제품 등)

기술장벽, 인증 등 10건

화장품

인증(3)

농축산물 / 수산물 / 식품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4), 가격규제(1) /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1) /
인증(9), 수입쿼터(1)

의약품 / 의료기기

기술장벽(1) / 인증(6)

패션ㆍ의류

인증(2), 기술장벽(1)

기타(철강금속, 가전제품 등)

기술장벽, 인증 등 20건

태국
(21건)

베트남
(49건)

품목
화장품

자료: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비관세조치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9).

3. 정책 제언
1) 기존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점검
우리나라 소비재 경쟁력이 일본 및 중국 대비 높지 않고 소비재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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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함께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 상품 문제 해소, 그리고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새로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의 수립 시에는 일본의 쿨재팬전략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하에 아웃바운드(상품수출)와 인바운드(관광) 진흥정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신남방정책에 연계한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여타 FTA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대아세안 FTA 활용률(46.1%)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베트남 하노이 및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의 4곳에 설치된 ‘한ㆍ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를 전체 아세안 회원국으로 확대하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포함한 바이어
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관세청 및 각 지자체의 FTA 활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내 FTA 활용 수요에 대응
농수산품 및 의약품의 교역을 크게 저해하는 TBT와 SPS 등의 비관세조치에 대응하여 한・아세안 FTA를
통한 관세장벽의 해소 외에도 국별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정부 고위급 차원의 양자간 대응 외에도 WTO와 같은 다자간 회의체에서 주요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전략을 공적개발원조정책 등 여타 국제협력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재의 수출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서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정비가
크게 중요한바,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인프라 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원조를 통해
공여국과 수여국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 마련

3) 한ㆍ인도네시아 CEPA 협상 재개 대비
한ㆍ인도네시아 CEFA 재협상 시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156개 품목과
자동차 등의 관세를 인하 및 철폐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입통관 간소화에 대해 적극적
으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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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의무화 실시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비재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유무 표기
및 2018년 9월 인도네시아가 실시한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업계 및 기업에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국 확대 및 이행 점검
동남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국을 확대하고 정기적 이행 점검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

- 2018년 12월 시점으로 19개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을 인도네시아 등 여타 동남아의
주요 수출국으로 확대
* 아세안+3 국가와의 AEO MRA 체결연도는 다음과 같음: 싱가포르(2010년), 일본(2011년), 중국(2013년),
홍콩(2014년), 태국(2016년), 말레이시아(2017년); 또한 베트남과 AEO MRA 체결을 앞두고 있음
(2018년 12월 시점).

5)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제조업 서비스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기존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방송, 교육 등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노출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 간 문화
적인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및 쿠리어 서비스(국제특송 서비스업) 수출 등을 소비재 수출과 연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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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 ICT 기술을 활용해 경제ㆍ사회 각 분야와 인터넷을 융합시켜 새로운 발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인터넷융합(‘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을 실현시
킬 중요한 전략으로,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의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
- 인터넷 경제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업태가 속출하고 있어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 경제성장의
촉매제이자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
- 이에 ICT 제조 및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향후 대중국 협력 및 중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
중국은 과거 가격경쟁력과 대량생산능력의 강점을 활용하는 fast-follower 전략을 펼쳤으나 2010년대
이후 외연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성장전략을 전면화하고 있고 유의미한 성과도 도출해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시급한 상황임.

- 중국은 현재 인터넷융합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구현, 전자상거래ㆍ모바일 혁
신ㆍ인공지능ㆍ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 선도 등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경제ㆍ사회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의 경제ㆍ산업구조, 생산ㆍ소비 트렌드, 비즈
니스 모델,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경협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깊은 분석 필요

- 중국은 초연결ㆍ대융합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인터넷융합 정책을 통해 제조, 금융, 의
료, 에너지, 농업, 문화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인터넷 플랫폼을 접목하여 스마트 인프라를
확장
- 인터넷융합은 신규 유망 업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특히 기존 제조업의 생산효율성ㆍ비용절
감ㆍ품질제고 등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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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주요 지역의 인터넷융합 전략에 관한 실제 추진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유발 수요 및 협력 가능
성 등을 미리 타진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각 지방정부 역시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 기반과 전략 목표
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선점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
- 인터넷융합 분야와 관련된 중국 각 지역의 정책과 실제 추진 사례분석은 한국의 중국 진출
관련 수요 및 리스크 파악을 위한 연구이기도 하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함.
- ICTㆍ소프트웨어 혁신, 미래형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대
응에 있어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시장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중국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 구상 필요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도하려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분석하고 기
술ㆍ산업 수요와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ㆍ중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인터넷융합 관련 11대 중점분야 중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점프로젝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
어를 대상으로 현황, 육성정책 및 추진체계, 분석지역의 사업 추진사례 등을 분석
- 인터넷융합과 관련한 주요 분야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대중국 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뉴노멀 시대 진입에 따른 발전방식의 전환, 제조업 발전의 한계 극복 및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추진 등이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추진배경으로 작용

-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혁신능력의 발전이 지체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뉴노멀
(신창타이) 시대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국가 중장기정책의 목표로 혁신의 촉진을 제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추진
-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경제는 과거와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증대에 의한 양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과 소비에 기반한 질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플러스
정책 추진 이후 서비스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소비의 빠른 확대가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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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산업과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산업고도화와 부가가치 증대를 실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즉 인터넷의 혁신성을 활용하여 산업수준을 업그레이드하
고 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고자 함.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비용의 상승, 부존자원 및 환경의 제약 등으로 전통적인 성장엔
진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이 둔화되면서 산업고도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조업 발전전략의 추진 필요성 제기

그림 1.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11대 중점분야 및 추진체계
총괄

11대 중점분야 및 주요 정책
주무 부처

국무원
(행정부)
/
중앙
네트워크
안전
정보화
위원회
(공산당)

주요 정책 내용

창업ㆍ혁신

발개위

제조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현대농업

농업부

스마트
에너지

에너지국

에너지 생산의 스마트화 추진,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소비의 신모델 모색

금융

인민은행

인터넷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인터넷 금융서비스 확대 및 혁신 가속화

주민서비스

발개위

온라인 헬스케어 신모델 발전, 스마트 건강ㆍ양로산업 발전 촉진, 정부서비스 혁신

물류

발개위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감지형 스마트창고 건설, 스마트물류시스템 완비

전자상거래

발개위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업종별 전자상거래 발전,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강화

교통

창업ㆍ혁신 지원 강화, 대중 창업공간의 발전, 개방식 혁신의 발전
스마트제조 발전, 네트워크화 협동제조의 제고,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환 가속화
신형 농업생산경영체계 구축, 정밀화된 생산방식 발전, 네트워크화 서비스수준 제고

발개위, 교통운수부 교통운송서비스의 품질의 제고, 교통 운송자원의 온라인 통합 추진

생태환경

발개위

자원환경 모니터링 강화, 스마트 환경보호, 폐자원 회수ㆍ이용 시스템 완비

인공지능

발개위

인공지능 신산업 육성, 중점 스마트제품 추진, 단말기 상품의 스마트수준 제고

자료: 国务院(2015),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7/04/content_10002.htm(검색일:
2018. 9. 10).

중국정부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 인터넷의 혁신적인 성과와 경제ㆍ사회 각 분야를 심도있게 융합시
켜 기술진보ㆍ효율 제고ㆍ구조 개혁ㆍ생산력 제고를 촉진시킴으로써 인터넷을 기본 인프라와 혁신요소로
하는 경제ㆍ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고자 함.

- 2018년까지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과 인터넷의 융합을 심화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고, 인터넷을 창업과 혁신의 지원ㆍ공공서비스 제
공을 위한 중요한 채널이 되게 함으로써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상호 협조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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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인터넷 플러스’를 혁신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발전시켜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서의 네트워크화ㆍ스마트화ㆍ서비스화ㆍ협동화된 산업생태계와 신경제체계를 구축
- 인터넷 플러스 추진을 위한 11개 중점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경제발전과 비즈니
스 환경의 개선, 대외협력의 확대,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함께 추진
- 전 산업영역에 걸쳐 인터넷과 심도 있는 융합과 혁신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무원과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가 업무를 총괄하되 11대 중점분야별로 주무부처와 협력부처
를 지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인공지능 발전 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① 발전 현황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은 산업 간 지능형 융합을 통해 차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함으로써 기존 산업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분야로, 202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의 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독보적인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도 관련 논문,
특허 수, 투자액, 시장규모 등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정부가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 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그 규모가 1,800억 위안(2017년)을 기록함. 특히 최근
3년간 자율주행, 빅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 의료ㆍ보안ㆍ보험 등의 분야에 투자가 집중
- 베이징에는 중국 전체 인공지능 기업의 약 40%가 위치해 있으며, 최근 3년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약 2,500억 위안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2018년 7월 시장조사기관(CCID 컨설팅)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 내 40개 도시 중 베이징이
관련 인재와 정보기술의 집적이라는 우위를 기반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선정

② 주요 정책과 추진체계
중국 중앙정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
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7월 인공지능 장기 발전 로드맵인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
지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 1조 위안, 연관 산업 규모 약 10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주요 기업 육성 및 산
업생태계 구축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인공지능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주도
적인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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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율주행, 시티브레인, 의료ㆍ영상, 스마트 음성인식, 스마트 이미지 인식 부문에서 차세
대 개방형 인공지능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
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커따쉰페이(科大讯飞), 상탕그룹(商汤集团)을 지정하여 지원
할 방침
-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도기업을 특정하여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
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산업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해외기업과의 협력도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베이징시는 인공지능 관련 기초이론 연구 강화와 핵심 기술 개발, 혁신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
여 차세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베이징 인공지능산업의 핵심 거점
인 중관춘과학성(中关村科学城), 미래과학성(未来科学城), 화이러우과학성(怀柔科学城), 베이
징경제기술개발구(北京经济技术开发区), 중관춘자주혁신시범구(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임.

③ 지역 추진사례
베이징시는 스마트 의료, 스마트 홈, 자율주행, 스마트 유통,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
로 하드웨어 제조기업, 소프트웨어 기술 R&D 기업, 플랫폼 기업, 응용서비스 제공 기업 등 완비된 생태계
를 구축하고 있음.

-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역량을 기
반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자사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술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실을 설립해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전문 투자사를 설립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기술을 지원ㆍ흡수하고 있음.
- 특히 2017년부터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Apoll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7월에 미국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L4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L4급 자율주행 미니버스 ‘아폴롱’의 양산을 실현
- 바이두는 Apollo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약 130여 개의 중국 국내 및 해외 기업과 협력을 추진
하여 연합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자율주행분야의
선도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다양한 정책의 제정과 추진 등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 기반과 환경을 조
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약 20개의 성급 지방정부에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 지역별 인공지능 시범 프로젝트 추진 및 규범 제정 △ 중점영역의 민간협회 조직 등을 통해
지역 내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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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 중점 응용영역인 자율주행의 경우 중국 내 12개 지방정부에서 자율주행
차 도로테스트 규범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도로와 시범 운영기지 등
을 구축
- 베이징시 정부는 △ 자율주행 관련 규범 제정 △ 자율주행 시범 도로 건설 및 자율주행 시범
운영기지 구축 △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협회 설립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 사업을 시행해 발전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
- 또한 베이징시는 교통위원회 지도하에 관련 업종의 기업, 대학, 연구원 등 60여 기관이 공동
으로 중관춘 즈통 스마트교통산업협회를 결성하고 중국 최초의 자율주행차 도로테스트 등급
평가 기준, 무인 청소차 등 서비스형 전동 자율주행차 기술 등 3개의 단체표준을 발표

3) 스마트시티 추진정책과 저장성 추진사례
① 발전 현황
많은 국가들은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효율적인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시티 발전을 추진

- 스마트시티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주요 기술을 담는
공간적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도시 운영에 필요한 교통, 에너지, 행정, 주민복지, 환경,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 성장동력으로서 주목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까지 2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특히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중국은 2025년 시장규모가 3,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2017년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314억 8,000만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21.9% 성장,
2020년에는 683억 7,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기준 중국 내 모든 부성급(副省级) 도시를 비롯해 지급(地级)시의 89%, 현급(县级)시
의 47%를 포함하는 약 500여 개의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 중국 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가장 발전했다고 평가받는 도시는 항저
우로, 항저우시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은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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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중국정부는 ‘신형 스마트시티(新型智慧城市)’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 운영 서비스의 혁신적인 융합을 강조한 중국형 스마트시티의
조성을 추진

- 2016년에는 ｢13ㆍ5 국가정보화규획(“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을 통해 2018년까지 신형 스
마트시티 100개를 시범적으로 건설하고 2020년까지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
-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기조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저장성 및 항저우시로, 저장성 정부는 2012년 ｢저장성 스마트시티 건설 시범사업 지도의견
(关于务实推进智慧城市建设示范试点工作的指导意见)｣을 통해 항저우시의 방송ㆍ통신ㆍ인터
넷 네트워크를 통합(‘3망 융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기초 인프
라를 마련
-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정부가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인 ｢항저우 시티브레인 규획(杭州城
市数据大脑规划)｣을 제시함. 해당 규획에서 항저우시는 2022년까지 시 전역에 스마트 교통체
계를 적용하고 도시관리, 의료, 관광, 환경 등 분야에 시티 브레인을 도입하여 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중국의 신형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 위원
회(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를 중심으로 추진

- 2016년 5월 25개 부처로 구성된 ‘신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부처간 협력 공작조(新型智慧
城市建设部际协调工作组)’를 설립, 이 조직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연구들을 종합하고 정책
추진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협력 공작조가 신형 스마트시티 건설의 전체적인 전략을 디자인하고 25개 부처는 중국 각 지
역의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 건설과 행정 데이터 응용을 지도하고 있음. 또한 각 부처에서는
각기 담당하고 있는 교통,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환경, 농업 등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보안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표준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③ 지역 추진사례
항저우의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는 스마트 교통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알리바바를 중심
으로 13개의 기업이 참여

-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는 참여기업을 구성하거나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참여기업들은 항
저우 시정부에서 진행한 경쟁입찰을 거쳐 선발된 지역기업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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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와 세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로컬 중소기업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해 자체적인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고, 항저우시는 그 중심에서 시티브레인을 직접 운영하며 참여업체들이 제
공하는 시스템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항저우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 중에서는 시티브레인(杭州城市数据大脑规划) 프로젝트가 가장 대
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항저우시는 2016년 10월부터 항저우 데이터자원 관리국의 주도로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를 진
행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항저우 시정부가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발주하고 알리바바
를 비롯한 항저우의 지역기업들이 경쟁입찰을 통해 참여
- 현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교통분야로, 무인카메라에 센서를 장착하고 교통정
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신호체계를 최적화함으로써 시범 지역의 교통흐름에
소요되는 시간을 15.3% 감소시켰고 도심 내 9,000여 개의 주차공간에 소형 센서를 설치해
자동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음.
- 항저우시는 2022년까지 시 전역에 완전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 에
너지 및 수도 관리, 치안 관리 등 도시 거버넌스와 의료, 환경, 관광, 신용관리 등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항저우시 스마트시티 조성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정부와 기업 등 각 주체별 역할이 뚜렷했다는
점임.

- 중앙정부는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통합ㆍ공유 관리,
포괄적 개인정보보호제도 등 신산업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
-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인 항저우 시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발주하여 수요를
직접 창출해내고 민간부문에 신사업ㆍ신기술을 시험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
- 알리바바는 정부에 도시 운영체제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틈새 기술ㆍ서비스를 가지고 밸류체인에 참여한 중소 스타트업은 실
험적 기술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
- 알리바바를 포함한 민간기업들은 시정부가 제공한 테스트 공간에서 자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시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유인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었던 프로젝트 초기에도 기술 시연 및 검증에 참여
- 특히 알리바바는 항저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사업모델을 통해 충칭, 쑤저우 등 중
국 내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진출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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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광둥성 추진사례
① 발전 현황
2017년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약 714억 달러에 달하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28% 성
장해 3,79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7년 기준 Digital Healthcare System은 전체 시장의 5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s)이 Digital Healthcare
Systems 시장의 93%를 차지
- 향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는 mhealth로, 이 분야는 헬스케어 관련 웨어러블 기기
와 모바일 앱 사용의 보편화, 서비스의 사용자 편의 증진, 건강진단서비스의 체계 개선으로
인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37.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약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
로 예상
- 글로벌 주요국 중 2017년 미국의 시장규모는 305억 달러로 전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독일이 전 세계 시장의 30.6%를 차지
-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09억 위안 수준이나, 향후 10년
간 연평균 33.6%씩 성장해 2026년에는 시장규모가 1,98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높은 성장세 전망은 의료서비스의 공급부족, 미흡한 의료체계
등에 기인하며,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② 주요 정책과 추진체계
2018년 4월 국무원은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을 발표해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책적ㆍ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시

- 2018년 9월에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원격의료서비스 관리규범(远程
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인터넷진료 관리방법(互联网诊疗管理办法(试行))｣, ｢인터넷병원
관리방법(互联网医院管理办法(试行))｣을 공동 발표하여 온라인 의료서비스의 법제화를 촉진
- 지방정부 중에서 광둥성은 지난 2018년 6월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
(2018-2020년)｣(이하 광둥성 “인터넷+의료건강” 행동계획)을 발표, 스마트 헬스케어의 의료
비 지급체계에 대한 초보적인 방안을 제시
- 광둥성은 서비스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서비스 품질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의
료계, 연구계, 기업이 공동으로 관장하게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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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정책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안 및 추진되고 있음.

- 국무원의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2016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중국정보
통신연구원의 주도하에 약 80개의 의료기관, ICT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기구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협회(互联网健康产业联盟)’를 설립
- 한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유기업을 동원하여 직접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업 설립을 주
도하고 있음. 일례로 빅데이터 관련 국가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7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 주도하에 3개의 기업이 설립되었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의 ‘국가건강의료 빅데이터
보안관리 위원회’에서 이들 기업을 관할하고 있음.
- 해당 국유기업의 설립에 주로 국유자본의 투자회사와 기술기업이 참여하였고, 스마트 헬스케
어의 핵심 발전요소인 빅데이터 분야와 관련해 3개의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구도가 형성

③ 지역 추진사례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기존 의료기관 중심의 가치사슬에서 인터넷 병원(의료플랫폼),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유전체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플레이어들을 포함한 가치사슬로 확장되고 있음.

- 2010~16년 7년간 중국 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창업기업 수는 2,836개에 달하는데 그중
△ 의료정보화(391개) △ 헬스케어 하드웨어(312개) △ 온라인 진료(253개) △ 바이오테크
(219개) △ 의약품 O2O 관련 분야(206개)에서의 창업기업 수가 전체 창업기업의 49%에 달함.
- 스마트 헬스케어의 전체 산업생태계에서 광둥성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텐센트와 중국 최대
민영보험사 핑안그룹(平安集团)의 사업 확장이 두드러짐. 2014~17년 텐센트의 헬스케어 부
문 관련 중국 국내외 투자액은 200억 위안을 상회하였는데, 특히 의료 O2O, 헬스 모니터링,
유전자 분야 등에 집중투자함.
- 텐센트는 의료 O2O 부문 중 중국의 온라인 의료예약 부문의 유망 스타트업이었던 과하오왕
(挂号网)에 가장 많이 투자했으며, 이 회사는 2015년 ‘웨이(微医ㆍWeDoctor)’로 명칭을 변
경하고 온라인 의료 종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재출범함. 웨이는 의료보험, 제약, 오프라인 메디
컬 클리닉으로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기준 등록 사용자 수는 1억
6,000만여 명에 달함.
- 텐센트 헬스케어 사업의 다른 한 축은 2017년 국가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지정된 ‘미잉
(觅影)’으로 중산대학 부속병원의 광둥성 식도암 연구소, 광둥성 제2인민병원, 선전시 난산구
인민병원과 식도암 판독 프로그램을 비롯해 중국 전역의 유명 병원 및 의료진과 함께 폐결절,
유방암, 당뇨병 안질환 등과 관련된 다수의 AI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347

광둥성 선전시에 소재한 핑안그룹은 그룹사 내 다수의 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스마트 헬스케어
와 관련하여 핑안과학기술과 핑안건강의료기술에서 각각 의료 인공지능과 인터넷 의료서비스 플랫폼(平
安好医生ㆍ핑안굿닥터) 사업을 추진 중

- 핑안그룹은 전통 금융기업에서 신기술 & 데이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AI 응용분야 중 금
융 다음으로 의료 분야의 활용을 중시하고 있음.
- 중국 최대의 인터넷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한 핑안굿닥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진서
비스, 국내외 건강검진센터 및 치과클리닉 등의 연계, 온라인 의약품 판매서비스 등을 제공하
고 있으며 모회사인 핑안보험 서비스와 연계해 보험청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음.
지역거점병원 중 하나인 광둥성 제2인민병원은 광둥성 정부로부터 인터넷병원 시범 사업기관으로 지정되
어 2014년부터 원격진료 시범 사업을 추진

- 선전시 IT 기업인 요우더이(友德医科技有限公司)는 인터넷 의료서비스 관련 기술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데, 2018년 7월 기준 광둥성 내 9,062곳의 보건의료시설 내 진료플랫폼을 설치하
고 약국체인점, 기층의료기관, 학교ㆍ군부대ㆍ교도소 등에 진료플랫폼을 설치해 이들 보건의
료시설과 광둥성 제2인민병원 간에 원격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환자는 거주지 인근의 진료플랫폼이 설치된 의료시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모바일앱을
통해 결제하고, 의사의 전자서명을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처방약을 받거나 집으로
배송받고 있음.
- 지방정부는 시범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시범 사업에 연관된 규제와 시범
사업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1) 인공지능 분야
①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개방을 통한 국내 생태계 확장

- 바이두와 같이 중국 내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사가 구축한 인공지능 플
랫폼을 개방함으로써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도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방함으로써 국내 생태계 구축 및 확장에 많은 기
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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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인공지능 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플랫폼을 통한 협력 추진

- 바이두(자율주행), 텐센트(의료 및 영상), 커따쉰페이(스마트 음성인식), 상탕그룹(스마트 이미
지 인식) 등 각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내 인공지능 관련
개방형 플랫폼에 참여하여 연합생태계에 진입하는 형태의 협력방안 모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최근 아마존,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인공지능 기술력
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 역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첨단
기술을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음.
- 우리 기업 또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정부에 대한 시사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전략 추진

-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기초기술의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인재 육성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인재 육성의 경우 중국이 인공지능 관련 고급인재가 부족한 상
황에서 단기적인 인재확보보다 인재육성에 초점을 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초기술이 확보되어야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원천적인 혁신이 가능하므로 주요 기초기술분야
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주요 기술 및 응용 분야에 대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지원

- 개방형 플랫폼은 인공지능분야에서 기업이 자체 플랫폼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사업자간 연
합생태계를 구축해 관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
도 자율적인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필
요가 있음.
- 플랫폼 구축기업의 기술 수요에 따른 정부 프로젝트를 발주, 시범 지역 또는 시범 프로젝트에
서 필요한 정부데이터 개방, 영역별 개방형 플랫폼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협의체 운용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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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시티 분야
① 기업에 대한 시사점
기업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확대

-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에서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 베드에서 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를 시험하고 이를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시장진출기회의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확대하였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상품화에 성공하여 다른 도
시나 국가의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으로 영역을 확대
- 공공사업적 성격의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부가 인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력과 인지도를 축적시킴으로써 수익 창출과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기회 모색

- 알리바바는 항저우에서의 스마트시티 도시 운영체제(OS) 플랫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외 스마트시티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알리바바의 플랫폼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플랫폼 참여를 통한 사업기회 모색이 가능
- 중국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외자기업이 직접 수주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세부 분야 원천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
고려

② 정부에 대한 시사점
프로젝트 발주 및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한 시장수요 창출

-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시범프로젝트 사업의 발주를 통한 시장
수요 창출 유도
- 기업들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민 생활에 직접 시험ㆍ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제공함으
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지원과 육성

- 우리 기업들도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기술ㆍ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초당 15만 건 이상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인터넷 대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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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 관리체제 구축

- 우리나라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 개방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대부분 비식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공공서비
스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문제해결을 위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지역 내에서라
도 공공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 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① 기업에 대한 시사점
잠재적인 시장기회와 정책적 리스크, 중국의 정책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정책적 수요를 기반으로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나 아직까지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온라인 서비스시장 진출에
규제가 크므로 로컬 의료서비스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는 우회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는 시범 사업 시행 이후 중앙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기업 설립을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중국 진출 시 국내와 상이한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
중국의 산업생태계 및 시장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지원 정책의 활용

-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빈번하게 발표되고 있으므로
중국 진출 시 시장과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 전략이나 중국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직접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정책적인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광둥성 난사신구와 같이 국가적으로 헬스케
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진출 시 광둥성 광저우시의 보건산업진흥원, 장쑤성 옌청시의 의료기기협동조합과 같이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대중국 진출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
기업 입지 선택 시 지역 내 형성된 산업생태계 고려

- 텐센트 등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선도기업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해당 기업이나 병원이 소재
한 지역의 기업과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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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앵커기업과 거점병원 간, 앵커기업과 정부기관 간, 앵커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 프로
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입지 선정 시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의 소재지 및 역내
산업생태계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정부에 대한 시사점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육성

- 상급병원 쏠림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이 문
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가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
의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선별하되 기존 업계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 병행

-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크고 시급한 분야를 선별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도입하되 기존
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 추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정책 운영방식 적용

- 중국은 신기술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용도, 정부의 유연한 정책 운영 등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익모델을 탐색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제정
- 우리 정부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 모델에 대해 특정 지역 또는 기업에 한해 시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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