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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1)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
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
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
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
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
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
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
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문을 맡아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최낙균 초청연구위원, 그리고 본
연구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준 고려대 박번순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배성준 과장, 한웅
상사 이 웅 대표, 서울대 오윤아 교수, 본원의 권율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의 원활
한 진행을 도와준 본원의 정순복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국문요약 ㆍ 3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
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
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
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
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
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
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
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
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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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
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
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
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
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
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
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
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
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
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
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
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
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
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
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
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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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
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
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
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
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
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
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
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
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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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
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
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
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
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
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
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
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
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
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
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
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
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
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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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
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
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
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
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
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
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
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
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
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
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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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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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에서 아세안과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가 높은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거대한 시장과 매력적인 생산기지를 갖춰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3억 명의 거대시장을 가진 인도는 2014년에 이미 중국
의 경제성장률을 넘어섰고, 아세안도 6억 5,000만 명 인구에 성장률도 중국
의 경제성장률에 근접해 가고 있다. 여기에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인도
모디노믹스도 아세안과 인도의 부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해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세계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들 지역의 교역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중 통상분쟁 이후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 등으로 중국의 생산기지 이점이 이전에 비
해 약화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의 아세안, 인도 이전이 나타나
고 있다.1) 이는 그동안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또는 생산 네트워크가
아세안, 인도 등 여러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아세안과 인도의 부상은 예외가 아니다. 아세안과 인도
를 포함하는 신남방지역은 [표 1-1], [표 1-2]와 같이 한국의 2대 교역파트너
이자 2대 투자대상지역이다.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2) 이는 한국 또한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 또는 생산네트
워크가 아세안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 중국에 진출한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 중이거나 축소 중이며, 아세안과
인도에 생산기지 건설을 확대 중이다. 미국의 섬유, 가죽 회사도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 중
이고, 일본의 중국 사업장 중 다수도 국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미-중 통상 마찰 이후 중국의 아세
안 투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2019. 4), ‘중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동향
과 시사점’을 참고해 저자 작성).
2)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중 베트남 비중은 2018년 42.7%(수출 48.6%, 수입 32.9%)로 절반 가까이 차지
하고 있고, 투자도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중 베트남 비중이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 63.7%, 한 해 투자금
액 기준으로 51.5%를 기록하였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모든 자
료의 검색일: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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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후 아세안과 인도에 초점을 둔 신남방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남방지역과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상생번
영 공동체 비전을 표명하였고, 구체적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을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2016년 1,188억 달러에서 2018년 현재 1,597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한-인도 교역규모도 같은 기간 158억 달러에서 215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한국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표 1-1.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2019. 1~7)

표 1-2.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2019. 1~6)

(단위: 십억 달러, %)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중국

140.6

22.9

1

미국

7.1

23.5

2

아세안

88.1

14.4

2

아세안

4.3

14.3

3

미국

79.3

12.9

3

중국

3.8

12.6

4

EU

64.5

10.5

4

케이만군도

3.7

12.4

5

일본

45.3

7.4

5

홍콩

1.9

6.2

*

6

홍콩

20.1

3.3

6

저지

1.1

3.7

7

대만

17.7

2.9

7

룩셈부르크

0.9

2.9

8

호주

16.4

2.7

8

캐나다

0.8

2.7

9

독일

16.3

2.7

9

영국

0.8

2.5

10

사우디아라비아

15.2

2.5

10

폴란드

0.7

2.3

12

인도

12.6

2.1

21

인도

0.2

0.6

기타

97.1

15.8

기타

4.9

16.2

합계

613.2

100.0

합계

30.0

100.0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10. 17).

주: * 저지(Jersey)는 영국령으로 조세피난처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11. 11).

그런데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 목표 달성은 낙관만 하기 어렵다.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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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 환경
이 교역확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듯이
2019년 1~10월 한-아세안, 한-인도 교역은 감소하였다.3) 또한 최근 신남방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환경 변화도 이전과 같은 가파른 교역 확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신남방지역에 대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투자 및 진출 확대
로4) 중국과 일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주요 신남방 국가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
대, 임가공보다는 기술이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5)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러한 환경 변화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저부가가치 상품 수출, 임가공 방식의
수출입,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와 이와 연계된 중간재 수출이 이전보다
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한국은 전체적으로 또는 신남방지역에서의 교역 확대가 중요하
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한된 내수시장(인구 약 5,200만 명)을 가진 한국은
무역이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고, 그런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
과의 교역 확대는 중요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특정
교역 확대 목표 수치를 달성하는 데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신남방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어떻게 교역
을 확대하는가다. 즉 한-아세안, 한-인도 교역 확대라는 정책 방향성을 유지
하면서도 신남방지역에서 중국ㆍ일본의 투자 확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3) 2019년 1~10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2.4%, 수입은 –4.6%를 기록하고, 대인도 수출은 –0.7%, 수
입은 –5.4%를 기록(전년동기대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9. 12. 1).
4) 2018년 아세안의 주요국별 FDI 유입액은 일본 211억 달러, 중국 101억 달러로 한국의 65억 달러를 크
게 앞서고 있다. https://www.aseanstats.org(검색일: 2019. 7. 16).
5)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대 중반 23억 달러에 불과하였
으나 2018년에는 405억 달러로 2000년대 중반 대비 약 20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한국의 대인도 무역
수지 흑자는 동 기간 19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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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이전 중시, 한국과의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생산비용 증가 등 무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들 지역과의 교역 및 가치사슬 고도화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도화(upgrading)는 생산 공정, 상품, 기능,
산업간 연계 등의 측면에서 고효율화, 고부가가치화를 의미한다.6) 본 연구에
서도 고도화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나 주로 수출입 상품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확대, 동일 상품하에서도 효율적인 분업화(부품 소재 수출, 현지 최종재
또는 중간재 생산) 등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현지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과 일본의 GVC 구축 실태 등 거시 및 미시 분
석을 통해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남방지역에서 교
역을 확대하되 고도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은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
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아세안, 한-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취지
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본 연구
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대상에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고 있고, 분석방법론의 경
우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신남
6) 생산 공정 고도화: 생산 공정에 더 나은 기술을 이용하여 투입요소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함; 상품 고도
화: 정교한 상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단위가치가 더 높은 상품을 생산함; 기능 고도화: 생산 행위가 단순
조립가공형태가 아닌 좀 더 고차원, 고부가가치의 생산활동을 의미; 산업간 고도화: 다른 기업과 산업으
로 확장하여 새로운 제품 혹은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TV 만드는 공장에서 모니터와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경우). John Humphrey and Hubert Schmitz(2002), “How does insertion in
global value chains affect upgrading in industrial clusters?” Regional Studies, p.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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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역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분석 등을 수행한
다는 점이다. 이렇게 거시적ㆍ미시적 차원을 모두 다룬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변화 분석
은 가치사슬 및 생산 네트워크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
의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 현
시비교우위 분석을 통해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가치사
슬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한-신남방지역 간의 잠재 협력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변화
분석 연구는 사용 자료와 연구 내용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는 최낙균ㆍ김영귀(2013), 정성
훈(2014), 이홍식 외(2018), 박순찬ㆍ박창귀ㆍ배준성(2019) 등의 연구가 있
다. 대부분의 연구는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 자료를 사
용하여 분석되었고, 자료의 기간은 2014년까지로 한정된다. 본 연구는 2007
년부터 2017년의 ADB-MRIO(Asian Development Bank-Multi-Region
Input Output)를 이용하여,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
조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요국과 신남방지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분석을 담고 있다는 점이 기존연구와 다른 점이다.
세 번째로 아세안,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은 신
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에서 도출된 한-신남방지역 간 잠재 협력 유망 산업
기회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미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세안,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은 아세안 주요국과 인도 등 신남방지역 주요국 전체에 대해
물류인프라, 외국인투자환경, 중점 육성 산업, FTA(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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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정책 등 GVC 관련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
별성을 갖는다.
네 번째로 한국기업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
층 인터뷰 연구는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기업의 GVC 구축 실태와 애로사항
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GVC 구
축 확대와 강화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
구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는 기존 연구와도 차별성을 가진다. 신남방지역의
한 축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GVC 관련 기존 설문조사는 정재완 외(2010,
비공개자료), 곽성일 외(2016; 2017년), 고희채ㆍ권경덕(2018) 등에서 일부
수행한 바 있다.7)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실시한 사례 중 가장 많은 기업 대상,
GVC 분석만을 위한 설문내용 구성, 그리고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
의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조사 등의 측면에서 기존 조사와 차별성을 가진
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또 다른 한 축인 인도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
는데, 역시 선행조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끝으로 경쟁국이면서도 신남방지역에서 GVC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대한 분석은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 전체에 대한 일본기
업의 GVC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 자동차 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내 생
산 및 분업 네트워크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과 정책 역시 한국의 GVC 정책 대
응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사례 조
사는 일본의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조사ㆍ
발표하는 일본기업의 「アジア・オセアニア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제5장 1절 가(기존 설문조사와의 차별성)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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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크게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아세안과 인도의 무역 및 투자 데
이터를 중심으로 전체ㆍ주요국별ㆍ업종별 동향, 한-아세안과 한-인도의 무
역 및 투자 동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ADB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
여 신남방국가인 아세안 9개국8)과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다. 신남방국가와 주요국의 수출부가가치 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추
이, 중간재와 재수출 이동 구조,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교우위 등의 분
석을 바탕으로 잠재협력기회가 있는 산업을 도출한다.
제4장은 신남방 주요국의 GVC 관련 정책을 최근 발표된 경제개발전략,
산업육성정책, 무역원활화와 투자자유화, FTA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
음으로는 산업구조를 주요국별로 전체와 제조업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향후
성장 유망 산업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 전체, 그리고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함께 인도를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제5장의 아세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적은 표본 수와 극히
낮은 회수율 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전기전자, 자
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다만 인도의 경우
진출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설문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지 진출기업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제6장은 먼저 아세안 9개 국가와 인도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원재
8) ADB-MRIO 국제산업연관표는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 인도를 포함한다.

34 ㆍ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료ㆍ부품의 조달구조에서부터 제품 판매구조, 애로사항, 향후 전망 등 GVC
전반에 대해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아세안 역내와 인도 자동차 시장을 장악
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기업의 역내 생산 네트워크 및 분업구조도 심층 분석
한다.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GVC 구축을 지원하는 일본의 전략과 정책 또한
소개한다.
제7장에서는 제2장~제6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
리나라가 신남방지역에서 교역을 확대하고 교역 및 생산 네트워크를 고도화
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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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본 장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크게 아세안과 인도로, 특히 아세안은 아세안 전체와 함께 국별
로 한국기업과 경제교류가 활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다. 무역은 아세안과
인도의 대(對)세계 수출입, 한국의 대아세안 및 대인도 수출입 특징을 고찰하
고, 투자는 아세안과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한국의 대아세안 및 대인
도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가. 아세안
1) 높은 교역 증가세, 국별로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주도
2018년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수출은 1조 4,387억 달러를 상회, 전 세계 총
수출의 7.4%를 차지했다(이하 그림 2-1 참고). 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
율 7.0%(전 세계의 경우 6.3%) 증가한 결과로, 2001년, 2009년, 201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높고,
2014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신흥ㆍ개도국 평균보다 높다.
국가별로 볼 때, 2000~18년간 아세안의 수출비중 1%를 넘는 국가 중에서
는 베트남이 위 기간 16.9%로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9)10) 그
외 태국(7.4%), 싱가포르(6.3%), 인도네시아(6.1%) 순으로 높은 연평균 증가
율을 기록했다.
9) 2000~18년 수출액 비중이 1%를 넘는 국가는 싱가포르(32.1%), 말레이시아(19.0%), 인도네시아
(13.8%), 태국(17.8%), 베트남(9.6%), 필리핀(5.3%) 총 6개국이다. IMF, DOTS(검색일: 2019. 8. 6).
10) 동 기간 라오스가 연평균 증가율 17.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아세안 총수출에서 차지하
는 라오스의 수출액은 전체의 0.24%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IMF, DOTS(검색일: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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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아세안, 신흥ㆍ개도국 및 전 세계 수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a. 수출액

b. 수출 증감률

주: 그림 안의 숫자는 해당연도 전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아세안 10개국의 수출액 비중.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8. 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 아세안, 신흥ㆍ개도국 및 전 세계 수입 추이
(단위: 조 달러, %)

a. 수입액

b. 수입 증감률

주: 그림 안의 숫자는 해당연도 전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아세안 10개국의 수출액 비중.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8. 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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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한 유사한 모습으로, 2018년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수입은 1조
3,979억 달러로 전 세계 총수입의 7.1% 비중을 차지했다(이하 그림 2-2 참
고).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7.7%(전 세계의 경우 6.2%)로 2001년,
2009년, 201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의 경우 전
반적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는 높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ㆍ
개도국 평균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별 수입의 경우 동 기간 베트남이 16.1%의 연평균 증가율로 가장 큰 수
입증가를 기록했다. 그 외 아세안의 수입 중 비중이 1%를 넘는 국가 중 인도
네시아가 10.2%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태국(8.0%),
필리핀(6.6%)이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11)

2) 교역대상국 중 중국ㆍ한국ㆍ인도의 도약, 역내 교역은 20%대 유지 중
아세안 수출국의 경우 중국과 홍콩, 한국, 인도로의 수출비중 증가와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비중 감소가 눈에 띈다.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은 2000년 약
165억 달러로 3.8%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8년까지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
은 14.9%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8년 2,008억 달러(14.0%)로 증
가했다(그림 2-3의 a 참고). 5대 수출국인 한국은 동 기간 7.8%의 연평균 증
가율을 기록하며 수출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후술할 한국의 대아세안 사무
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 의류 및 신발 수입 증가와 관련 있다.12) 6대 수
출국인 인도는 동 기간 11.7%로 주요 수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증가
율을 기록했다. 다만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인도 수출의 비중은 2011년
11) 2000~18년 수입액 비중이 1%를 넘는 국가 또한 싱가포르(28.7%), 태국(17.6%), 말레이시아
(16.0%), 인도네시아(12.0%), 베트남(10.3%), 필리핀(6.6%) 총 6개국이다. IMF, DOTS(검색일: 2019.
8. 6).
12)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품목을 SITC Rev 3을 바탕으로 다음의 11개 품목으로 분류했다: 산 동식물과
식음료, 원료(동식물성 유지 포함), 광물성 연료, 화학품(플라스틱 포함), 재료류, 기계류, 사무기기ㆍ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 의류 및 신발, 자동차, 그 외 운송수단, 그 외 품목.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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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후 정체되며 3.5%선을 유지 중이다. 반면 미
국과 일본은 2000년 각각 18.9%, 13.4%의 수출비중에서 2018년 11.3%,
8.0%로 감소했다. 역내 수출의 경우 2013년 26.1%까지 비중이 증가했으나
2018년 24.2%로 감소하며 20%대를 유지 중이다.
아세안 주요국의 수입 또한 수출의 경우와 유사해, 대중국 수입은 2000년
184억 달러에서 2018년 2,903억 달러로 연평균 16.6% 증가했으며, 동 기
간 수입비중은 5.0%에서 20.5%로 15.5%p 증가했다(그림 2-3의 b 참고). 4대
수입국인 한국도 동 기간 4.8%에서 7.2%로 수입비중이 증가했다. 2000년
아세안의 대인도 수입은 약 34억 달러로 총수입(369억 달러)의 0.9%에 불과
했으나 2018년까지 연평균 13.1%씩 증가하며 2.2%로 비중이 증가해 수입
8위에 올랐다. 다만 수출과 마찬가지로 2011년 2.5%까지 비중이 꾸준히 증
가했으나 2017년 이후 2.2% 수준을 유지 중이다. 위 세 국가와 프랑스를 제
외하곤 2018년 10대 수입국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일본, 미국은
2000년 19.1%, 14.0%에서 2018년 8.6%, 7.5% 비중으로 감소했다. 역내

그림 2-3. 아세안의 주요 수출입국 비중 추이
(단위: %)

a. 수출 비중

b. 수입 비중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7.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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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비중은 2006년 24.7%까지 증가한 후 2018년 21.7%로 감소했다.

3) 베트남: 교역 확대를 이끈 사무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높은 교역증가를 기록하여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
상인 베트남의 수출 증대에는 사무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 수출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2000년 전체 수출의 7% 비중을 차지한 위 품목의 수출액은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29.4%를 기록하며 2017년 38.0%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다(그림 2-4의 a 참고). 특히 2010~12년간 전년대비 56.2~
73.0%씩 수출이 급증했는데 이는 사무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 제조업으
로의 FDI 유입과 이에 따른 베트남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 편입의 결과로 보
인다. 위 상품과 함께 베트남이 지역 생산 네트워크에 강하게 연계된 산업인
의류 및 신발의 경우 2000년에 이미 22.7%로 세 번째로 높은 수출비중을 기
록했다. 이후 2017년까지 수출액이 연평균 15.9% 증가했으나 다른 수출품
의 증가보다 더뎌 2017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감소했다.

그림 2-4. 베트남의 수출입 품목 비중 추이
(단위: %)

a. 수출품목 비중 추이

자료: WITS(검색일: 2019. 7.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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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입품목 비중 추이

베트남의 수입 또한 사무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가 2000년 9.7%에서
2017년 30.9%로 수입비중이 확대되며 전체 수입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2-4의 b 참고). 이는 완성품뿐 아니라 부품 및 부분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화학품, 재료류, 기계류 또한 꾸준한 비중을
유지하며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품목별 수출입 추이
는 산업내 교역이 활발해 GVC 구축이 이루어진 것을 암시한다.

4) 베트남: 최종재 위주의 수출, 중간재 위주의 수입
베트남의 가공 형태별 수출입 비중 추이 변화는 수출입 품목 변화를 반영
한다. 수출의 경우 원료, 소비재 수출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간재 중 반제품,
최종재 중 자본재의 수출비중이 증가했다(그림 2-5의 a 참고). 소비재가 수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으나 2000년대에 비해 감소한 모습
이다. 다만 2012년 이후 수출비중이 유지된 것은 섬유 ㆍ 의류와 신발 등의
수출비중이 유지된 결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은 최종재 중
자본재로, 2010년대 베트남의 대표 수출품 중 하나로 자리한 Radio

그림 2-5. 베트남의 가공 형태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a. 수출 비중

b. 수입 비중

주: 기타로 분류된 항목 제외.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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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ivers 수출의 급증(2010년 대비 2017년 112.9배 증가)이 그 원인 중
하나다.13)
[그림 2-5의 b]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가공 형태별 수입비중은 수출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중간재 중 반제품의 수입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으
며, 최종재 중 자본재, 중간재 중 부품 및 부분품이 그 뒤를 잇는다. 이는 베트
남의 수출이 고도화된 것에 비해 지원산업 발전이 더딘 것이 그 원인으로 파
악된다.

5)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수출, 사무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 수입
비중 확대
아세안의 수출입 비중이 10%가 넘는 인도네시아의 2018년 수출은 [그림
2-6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재료류, 화학품, 광물성 연료 순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했다(각각 25.2%, 15.5%, 15.2%). 그러나 재료류의 경우 수출비중이
2000년 대비 14.8%p 감소했다. 반면 광물성 연료의 수출비중은 동 기간
11.7%p 증가했다. 광물성 연료, 원료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품은 아니나
수출액 및 비중 추이는 총수출 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로,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30%
가 넘는 수입비중을 차지한다(그림 2-6의 b 참고). 수입액은 2010년대 중반
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총수입의 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 뒤를 재료류, 화학품, 사무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
장비 순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2018년 각각 14.1%, 11.8%, 11.7%).

13) SITC rev. 3 기준 76432로, 2017년 베트남 총수출의 13.8%를 차지한다. WITS(검색일: 2019. 5.
26). 2000년 이후 베트남의 교역을 분석하기 위해 SITC rev. 3을 사용했으며 이는 rev. 4 기준
76412(유무선 통신장비를 포함한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자료 전송 및 수신 기구)이며, 여전히 BEC
코드 41로 최종재 중 자본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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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품목 비중 추이
(단위: %)

a. 수출품목 비중 추이

b. 수입품목 비중 추이

자료: WITS(검색일: 2019. 7.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 인도네시아: 중간재 및 반제품의 높은 수출입 구조 지속
인도네시아의 가공 형태별 수출에서 품목별 비중의 큰 변화는 없는 모습으
로, 중간재 중 반제품 비중이 가장 높으며(2018년 수출 중 41.7%),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 중 자본재의 수출비중은 낮다(그림 2-7의 a 참고). 두 번째로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는 2011년 34.5%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
22.7%로 감소한 후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의 가공 형태별 수입은 수출보다 비중의 변화가 적으며 품목 간
비중의 편차도 적다(그림 2-7의 b 참고). 중간재 중 반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
으로, 2000년 42.6%에서 2018년 44.2%까지 증가했다. 2018년 두 번째로
높은 수입비중을 차지하는 최종재 중 자본재(17.7%) 외에 다른 품목은 10%
대 초반을 기록해 품목 간 수입비중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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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인도네시아의 가공 형태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a. 수출 비중

b. 수입 비중

주: 기타로 분류된 항목 제외.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7) 한국의 대아세안: 가파른 교역 증가세 속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16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교역 증감 추이는 전 세계 교역 추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 2004년 이후 대아세안 교역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대아세안 비중은 2004년 9.4%에서 2018년 14.0%까지 증가했다(그림 2-8
의 a 참고). 대아세안 교역을 수출입으로 나눠볼 때,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
율을 앞질러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2-8의 b 참
고). 2000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과 수입은 201억 달러, 181억 달러에서
2018년 1,001억 달러, 596억 달러로 각각 5배, 3.3배 증가했으며 그 결과
무역수지흑자는 동 기간 20억 달러에서 405억 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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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b. 대아세안 수출입

a. 대세계 및 대아세안 교역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9. 7.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8) 한국의 대아세안: 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과의 교역 크게 증가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에서 차지하는 베트남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2018
년 대아세안 교역의 42.7%(수출 48.6%, 수입 32.9%)를 차지해 2000년
5.2%(수출 8.4%, 수입 1.8%)에서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9 참고). 베트남의 뒤를 잇는 주요 교역국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
그림 2-9. 한국의 대아세안 국별 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 수출

b. 수입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8.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ㆍ 47

시아로 각각 12.5%, 12.3%, 12.1%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8.8%로 아세안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지만, 수입은 18.7%로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9) 한국의 대아세안: 사무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 중심으로 확대
[그림 2-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대아세안 품목별 교역은 사무기
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의 비중이 수출입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2018년 각각 38.3%, 29.3%). 다만 수출입 모두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10년 전후로 비중이 감소한 후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재료류, 기계류
또한 수출입 모두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며(두 품목의 2018년 수출 합계
23.2%, 수입 합계 16.3%) 10% 전후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해 한국의 대아세
안 수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세안 지역 내 한국의 GVC 구축 진행을 유추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는 수출비중에 비해 수입비중이 높으며, 최근 수출입 모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의류 및 신발의 수입은 2000~18년간 연평균 증가율
26.7%를 기록해 2018년 대아세안 수입의 10.9%를 차지했다.

그림 2-10.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입 품목별 비중 추이
(단위: %)

a. 수출품목 비중 추이

자료: WITS(검색일: 2019. 7.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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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입품목 비중 추이

나. 인도
1)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던 교역 증가세 주춤
인도는 1991년 개혁개방 이후 1998년 인도인민당(BJP) 정부를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 적극적으로 수입개방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교역량이
급격히 확대됐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인도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7.6%, 20.9%로 세계는 물론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을 크
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한편 2012년 세계 경기침체 이후 인도의 교역량은 정
체됐는데, 이 기간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4%, 0.6%에 불과하다. 이는 아시
아 개발도상국 수출입 증가율에 비해 각각 약 2%p 하회하는 수치로 최근의
교역 증가세 둔화는 유가변동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4)

그림 2-11. 인도의 수출입 추이

표 2-1. 수출입 증가율(CAGR)

(단위: 십억 달러, %)

(단위: %)

개발도상국
기간

세계

2000~12

9.1

13.8

15.1

17.6

1

0.7

3.2

1.4

2000~18

6.3

9.3

11

11.9

2000~12

9

14.1

16.2

20.9

수입 2012~18

0.9

1.1

2.7

0.6

2000~18

6.2

9.6

11.5

13.7

수출 2012~18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체) (아시아)

인도

주: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7.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4) 인도의 전체 수출ㆍ수입에서 광물성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 33%로 특히 2015년과 2016
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전체 교역량이 위축됐다. 인도의 대세계 수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2015년, 2016년 각각 14.9%와 8.7% 감소했으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7년, 2018년 각각 24.5%, 39.1% 증가했다. WITS(검색일: 2019.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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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비중 증가와 수출 고도화
2000년대 인도는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투자 자유화 정책을 본격화했으
며, 인도 내 제조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와 자본재가 차지
하는 수출입 비중이 확대됐다.
전체 수입에서의 자본재 비중이 2000년 8.1%에서 2018년 11%까지 증가
했으며, 중간재 비중 또한 2000년 41.6%에서 2018년 48.8%까지 확대됐다.
중간재의 경우 2000년대 반제품 중심의 비중 확대가 있었던 반면, 2010년대
이후에는 부분 및 부분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인도정부의 현지 제
조 및 조달확대 정책과 인도 내 제조환경 개선에 따라 생산방식이 진화된 데
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자재(원유)의 수입비중은 감소세에 있었
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유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품, 기계류, 자동차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의 내수 확대와 함께 이들 산업의 인도 내 제조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2-12. 인도의 대세계 수입형태별
비중 추이

그림 2-13. 인도의 대세계 수입품목별
비중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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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인도의 대세계 수출형태별
비중 추이

그림 2-15. 인도의 대세계 수출품목별
비중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수출의 경우 자본재 비중이 2000년 3.1%에서 2018년 6.6%까지 증가했
으며, 중간재 비중 또한 2000년 53.3%에서 2018년 59.6%까지 확대됐다.
중간재의 경우 수입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는 반제품 중심, 2010년대는 부
분 및 부분품 중심의 비중 확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원자재의 비중은 2000
년대에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의 수출비중 증가와 광물성 연료의 수출비중 증가가 눈에 띄게 나
타난다. 인도가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함에 따라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광물성 연료 수출 증가는 인도의 주요 수출품목인 나프타의 수출 증
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15)

3) 중국, 아세안, 한국 등 아시아국 중심 교역 확대
2018년 현재 인도의 제1위 교역국은 중국으로 중국과의 2000년대 초 교

15) 나프타는 SITC 코드 3346으로 본 연구 분류의 광물성 연료에 포함되며, 2018년 기준 나프타는 인도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WITS(검색일: 2019.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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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규모는 2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중반 양국의 실용주의에 입각
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과 중국 제조업 부상으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역이 급증하며 2018년 1,067억 달러로 확대됐다.16) 인도정부는 1991년
부터 추진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과 모디 정부가 추진한 적극적 동
방정책(Act East Policy)하에 아시아국 특히 동남아 및 서남아와의 경제협
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2000년부터 2018년 기간 인도의 대
아세안 수출ㆍ수입은 각각 연평균 15.6%, 16.7% 증가했으며, 2000년 당시
15위, 43위였던 방글라데시, 네팔이 2018년 현재 인도의 10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17) 한편 2000년에서 2018년 기간 인도의 대한국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2%와 19.3%로 대세계 수출입 증가율 11.9%, 14.6%를 상

그림 2-16. 인도의 상위 10대 수출ㆍ수입국(2018년 기준)과 한국, 아세안 비중 추이
(단위: %)

a. 수출

b. 수입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6) 중국과 인도는 국경분쟁으로 상호간 비우호적이었으며, 이에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협력이 약화되
어 있었다.
17) 부탄의 경우 2000년 인도의 167번째 수출국이었으나, 2018년 기준 64번째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WITS(검색일: 2019. 5. 26). 전체 교역규모가 작은 남아시아 국가가 인도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부
상한 데는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outh Asian Free Trade Area)｣, 국경지역 도로 확충 등 인도의
적극적인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정책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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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인도의 주요 교역국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CAGR)
(단위: %)

2000~18년

미국

중국

한국

아세안

세계

수출

15.6

18.8

14.2

15.6

11.9

수입

10.0

25.7

19.3

16.7

14.6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회했다.18)
다만 인도의 아시아국 중심의 수출 확대는 최근 정체된 보습을 보이고 있
다. 2000년 전체 수출 가운데 1.7%, 1.0%, 6.3%를 차지하던 인도의 대중국,
대한국, 대아세안 수출비중은 2010년 7.9%, 1.6%, 10.4%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증가율이 다소 정체되면서 2018년 5.1%, 1.5%, 11.2%에 머물러 있다.

4) 한국의 대인도: 2017년 이후 다시 큰 폭 증가, 수출입 품목의 고도화
2000년 인도는 한국의 수출입 상대국 순위에서 25위에 불과했으나 인도
의 개방 확대에 따라 교역이 증가하면서 2018년 기준 수출상대국 7위, 수입
상대국 20위로 올랐다. 한편 2010년 이후 주춤한 대인도 교역은 2017년 이
후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년대비
29.8% 증가하고, 2018년에는 3.7% 증가를 기록하였다.19)
한국의 대인도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화학품의 경우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기계류, 사무용 기기ㆍ전자기기 및 통신장비, 자동차 등 품목의 비중
은 세부 수출품목의 변동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다.20) 세부 수출품목의 변
18) 2018년 현재 인도의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금 수입국
(스위스)을 제외하면 한국은 인도의 3대 수입국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인도의 18위 수출국이다.
WITS(검색일: 2019. 5. 26).
19) 2017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년대비 29.8%나 증가했는데, 이는 인도정부가 GST를 도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한국산 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서 기인했다. 한편 2018년 대인도 수출 증가는 3.7%에
불과하나 2017년 일시적인 수출 증가 요인을 제외한다면, 보다 크게 나타난다. 금(SITC 89)을 제외한
2017년, 2018년 대인도 수출 증가율은 각각 18.2%, 14.7%를 기록했다. WITS(검색일: 2019.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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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인도 내 제조업 발전과 크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최
근 인도 내 휴대폰 생산 등 전자기기 생산 확대에 따라 반도체(SITC 77644)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던 사무용 기기ㆍ전자기기 및 통
신장비 비중이 반등했다. 한편 자동차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22%의 높
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를 견인했으나, 부품
현지화로 2012년부터 2018년 기간 연평균 11% 감소했다.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입품목의 변화는 인도의 산업발전 및 한국의 주요
산업 변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1) 2000년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입
품은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SITC 65) 중심의 재료류였으나, 한국의 섬유산
그림 2-18. 한국 교역에서
아세안ㆍ인도 비중 추이

그림 2-17. 한국의 대인도 교역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9. 10.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9. 10.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 2000년 당시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SITC 65), 도로 주행 차량(SITC
78),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SITC 33), 전기기계장치와 기기(SITC 77), 철 및 강(SITC 67) 등의
순이었으나 2018년은 철 및 강(SITC 6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SITC 77),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SITC 57), 유기화학물(SITC 51),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SITC 74) 등 순으로 세부 품목에서 순
위의 변동이 있었다. WITS(검색일: 2019. 5. 26).
21)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입품목은 2000년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SITC 65),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
질(SITC 33), 유기화학물(SITC 51), 동물사료(SITC 08),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SITC 28) 순
이었으나 2018년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SITC 33), 비철금속(SITC 68), 유기화학물(SITC 51),
철 및 강(SITC 67),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SITC 65) 순으로 변동이 있었다. WITS(검색일: 2019.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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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목별
비중 추이

그림 2-20. 한국의 대인도 수입품목별
비중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WITS(검색일: 2019. 5.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업이 약화된 반면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면서 2000년대 말과 2010년대 초
주요 수입품은 나프타 중심의 광물성 연료가 되었다. 한편 인도의 비철금속
및 철강 산업의 발전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2018년 현재 한국
의 대인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재료류다.22)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가. 아세안
1)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증가추세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집중
글로벌 시장에서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22) 한국은 인도에서 수입한 나프타를 활용해 인도에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석유제품 및 관련 물
질(SITC 33)은 분업구조가 약한 한-인도 교역에서 분업구조가 형성되며 교역이 증가한 품목으로 양국
의 분업구조 형성이 양국간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웅, 송영철, 이정미(2013),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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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약 1,082억 달러의 FDI 유입액은 4.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
며 2018년 1,547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별로는 일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싱가포르, 중국이 차지했다. 일본의 2018년 해외직접투자의 17.6%
가 아세안에 집중했으며, 그중 38.4%가 금융ㆍ보험업에 투자되었다.23) 한국
은 2018년 총 FDI 유입의 4.2%를 차지한 7대 투자국으로 2010년 대비 비중
이 0.2%p 증가했다. 산업별로 볼 때, 서비스업으로의 투자 집중과 제조업으
로의 투자 확대가 특징이다. 서비스업으로의 FDI 유입은 전 기간 50%를 초
과했으나 2016년을 정점으로 투자 집중은 완화되는 추세다. 제조업의 경우
순유출이 발생한 2012년을 제외하고, 2013~16년간 FDI 유입이 대체로 감
소했으나 2017~18년에는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했다.

그림 2-21. ASEAN의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 투자국별, 산업별
(단위: 십억 달러)

a. 투자국별

b. 산업별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검색일: 2019. 7. 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3) 일본 재무성(2019), 대외ㆍ대내 직접투자(지역별ㆍ업종별), 통계자료(검색일: 201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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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FDI 집중 완화, 필리핀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로의 투자
비중 증가
글로벌 시장에서 아세안으로의 직접투자 중 많은 부분이 싱가포르에 집중
돼 2018년의 경우 50.2%를 차지했으며, 2016년 62.1%에 비해 투자 집중이
완화된 모습이다(그림 2-22의 a 참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순으로, 2018년 각각 14.2%, 10.0%, 8.6%를 차
지했다. 특히 베트남은 2010년 대비 2.6%p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 또한 동
기간 1.5%p 증가했다.
다만 아세안 국별ㆍ산업별 투자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그림 2-22의 b
참고). 2015~18년 투자액을 기준으로 볼 때, 싱가포르의 경우 제조업, 농림
축산업, 도소매업으로의 투자유입이 각각 33.3%, 20.0%, 12.0%를 차지했고
금융ㆍ보험업 또한 10.8%로 산업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인도네시
아와 필리핀의 경우 최근 금융ㆍ보험업으로의 투자비중이 높다(각각 43.3%,
75.7%). 부동산으로의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그림 2-22. ASEAN의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 투자유입국별, 주요국 산업별
(단위: %)

a. 투자유입국별

b.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별 투자(2015~18년)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검색일: 2019. 7. 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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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2.3%, 22.7%를 차지한다. 베트남의 경우 농림축산업으로의 투자가
35.7% 발생했으며 금융업이 그 뒤를 이어 10.4%를 차지한다.

3) 한국의 대아세안: 2대 투자지역 부상
2014년 이후 아세안은 한국의 2대 해외직접투자 대상지로 부상하였다. 특
히 2013년을 정점으로 신규법인 수가 감소하는 중국에 비해 꾸준한 투자 증
가를 기록한 베트남은 2017년 이후 신규법인 수에서 중국을 넘어섰다. 그 결
과 2018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아세안의 비중은 신규법인 수 기준
36.5%, 투자금액 기준 12.3%를 차지했다. 2009년 이후 아세안으로의 투자
와 베트남으로의 투자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 증가는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를 견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으
로의 투자 증가는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의 진출이 결정적으로, 초기 대기
업 진출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에서 최근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진출로 이어
졌다. 물론 FDI 자본을 활용하고 기술 이전, 산업 고도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투자환경을 개선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다.
그림 2-2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개소, 십억 달러)

a. 신규법인 수

b. 투자금액

주: 숫자는 전 세계 대비 아세안의 비중(%)을 나타낸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8.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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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대아세안: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 투자 확대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 확대는 전기ㆍ전자 제조업뿐 아니라 섬유ㆍ봉
제업 등 제조업 기업의 현지 생산기지 구축과 관련 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
으로의 투자비중은 정체된 가운데 서비스업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전기ㆍ전자 제조업 부문으로 투자가 본격화되던 2009년 이후 제조업으로의
투자는 신규법인 수 및 투자금액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비중이 감소하
는 추세로, 제조업 부문 신규법인 수는 2013년 52.6%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의 경우 두 차례 감소(2010년, 2017년)를 겪으며 2018년
41.5%의 비중을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으로의 투자는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서비스업의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 모두 2000년대 중ㆍ후
반까지 비중이 증가했으나 제조업으로의 투자가 확대되며 그 비중은 감소했
다. 제조업으로의 투자비중이 정체 및 감소하는 동안 서비스업으로의 투자비
중이 증가해 2018년 대아세안 투자의 50%를 초과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ㆍ음식점업 등 전통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금융ㆍ보험

그림 2-24. 한국의 대아세안 주요 업종별 투자 추이
(단위: %)

a. 신규법인 수

b. 투자금액

주: 숫자는 각각 해당연도의 제조업, 서비스업(전통 서비스업+지식 서비스업)으로의 투자비중을 나타낸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8.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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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지식 서비스업으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24)

나. 인도
1) 신산업(IT) 및 개방 확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인도 FDI 증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의 투자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대인도 FDI는
급격히 증가했다. 인도의 FDI 유입액은 2005년에서 2008년 기간 연평균
83.5% 증가했는데, 이는 대세계 및 대개발도상국에 대한 FDI 유입액 증가율
(각각 16.1%, 20.3%)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25) 한편 2008년 미국 금융위
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둔화에 따라 위축되었던 대인
도 FDI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 세계의 FDI 축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400억 달러 이상의 FDI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인도의 외국인투자유입은 아시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싱가포르를 통한 투자가 확대고 있으며,26) 조세회피지역
을 제외한 제1위 투자국인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27)
2000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일본의 누적투자액은 302억 달러인데, 절반
수준인 150억 달러가 2014년 이후 유입되었다. 한편 최근 중국과의 경제협
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인도 투자 또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
의 대인도 FDI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기준 약 3억 1,000만 달러에
24) KDI, KOSBI, 경제사회정책평가연구원(2010), p. 107을 참고해 서비스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전
통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ㆍ임대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지
식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
리, 사업지원;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25) UNCTAD(검색일: 2019. 7. 25).
26) 인도정부가 모리셔스를 통한 투자 우회자금에 대해 과세노력을 확대하자 모리셔스 대신 싱가포르를
우회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 인도 상무부(DIPP 웹사이트, 검색일: 2019. 7. 21)에 의하면 인도의 투자 상위국(2000~19년 3월 누
적기준)은 조세회피 지역으로 분류되는 모리셔스, 싱가포르, 네덜란드가 각각 1, 2, 4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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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
(단위: 십억 달러)

a. 투자국별

b. 산업별

자료: CEIC(검색일: 2019. 7.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불과했으나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9억 달러가 증가했다.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크다. 최근의 외국인투
자 유입 또한 IT 및 통신, 유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스냅
딜, 올라, Paytm 등 IT 서비스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통신업과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도 컸는데, 이
는 최근 FDI 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의 경우 2013년 FDI 투
자지분제한을 폐지했으며, 유통업도 2012년 9월 단일 브랜드(single
brand) 100% 투자허용, 멀티 브랜드(multi brand) 51% 허용, 2016년 6월
단일 소매업 FDI 현지조달(local sourcing) 조건 완화, 2018년 1월 단일 소
매업 FDI 100% 자동승인으로 허용 등 FDI 규제 완화가 있었다.

2) 한국의 대인도: 높은 투자 증가세, 주력 제조업에서 신산업으로 다
변화
한국의 대세계 투자 대비 대인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2000~18년 누적)
은 기업 수 기준 1.5%, 투자금액 기준 1.2%에 불과하지만 최근 증가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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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한국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 지역별 비교(기업 수/금액 기준)

주: 2015~18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다(CAGR).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8. 8)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상당히 빠르다.28) 2018년 역대 최대치인 118개 기업이 인도에 신규 진출했
고 투자금액도 약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기업 수 기준 최근 3년(2015~18년) 대
인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8.3%로 같은 기간 대세계(17.9%)는 물론, 유
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도 동 기간 증가율이 30.6%를 기록하며 유럽을 포함한 모든 지역 보
다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한국의 대인도 투자 확대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한국은 물론 세계 교역 및 투자가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시장, 제조 및 수출 기지로서 유망 투자처인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세계의 대인도 투자와는 다르게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금속 등 일부 제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29) 그러나 최근 한국의
28) 1980~2018년 누적기준 한국의 대인도 투자진출 누적 신규법인 수는 총 1,095개이며 누적 투자금액
은 약 59.5억 달러로, 이 기간 한국의 대세계 대비 대인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4%,
금액 기준 1.3%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8. 8).
29) 1980~2018년 누적기준 한국의 대인도 투자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84%,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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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한국의 대인도 제조업종별 투자비중 추이(기업 수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8. 8)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대인도 투자는 일부 주력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사업 분야로 점차 다각화
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과거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
로 전기전자, 기계, 금속(철강)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나 최근
주력 산업에 대한 편중이 완화되고, 또한 과거 투자비중이 높지 않았던 의약
품, 의료 및 정밀기기, 식품가공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 수 기준 전체 제조업 투자에서 상위 3개 산업(자동차, 전기전
자, 기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18년 65%에서 2014~18년 59%로 감소
한 반면, 신사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08년 5.7%에서 9.2%로 확
대됐다. 한편 고무, 섬유, 그리고 플라스틱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0.1%p 증
가하는 데 그쳤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신사업 분야가 5.8%에서 10.2%로
증가한 반면, 노동집약 산업은 8.1%에서 6.0%로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한
국의 대인도 제조업 투자는 과거 전통적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유

수 기준 53%에 달하며, 나머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로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는 금액 기준 0.1%,
기업 수 기준 1%에 불과하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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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한국의 대인도 주요 서비스업종별 투자비중 추이(기업 수 기준)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8. 8)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지되는 한편, 과거에 비해 보다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각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인도 전체 투자 가운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지만,30) 서비스업 역시 과거 도소매업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최근 정보
통신 및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
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 투자 비중은 2009~13년 4.9%에서 2014~18년
12%로,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7.7%에서 9%로 확대됐다. 특히 2017
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
가했다. 이는 최근 인도의 디지털 사회화 및 경제화 진전과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 확대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기회 역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30) 2014년부터 2018년 누적기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16%, 기업 수 기준 52% 수준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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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가. 아세안과 인도의 무역
2000~18년 기간 아세안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7.0%, 7.7%로
전 세계의 수출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인도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은 11.9%, 13.7%로 신남방지역의 교역은 빠르게 확대됐다. 아세안의 높은
수출입 증가율은 베트남의 수출ㆍ수입 확대가 원인 중 하나로, 동 기간 베트
남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6.9%, 16.1%를 기록했다. 아세안의 수
출ㆍ수입은 중국, 한국, 인도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미국, 일본의 교역비중
은 감소하였다. 아세안 역내 교역은 수출입 모두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
도의 경우 또한 중국, 한국, 아세안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수출입 품목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세안 주요국 중 베트남의 경우 사무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 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입 증가가 특징으로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수출비중 확대에도 여
전히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수입비중이 높아 수출 고도화와 지원 산
업 낙후라는 여건을 반영한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수출품목인 재료류의 비중
은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품과 기계류 등 제조품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
다. 한편 인도는 수출입에 있어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화학품, 기계류, 자동차 수입비중 증가와 자동차, 광물성 연료의
수출비중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인도의 발전 분야로
인도의 산업 발전에 따라 교역품목이 고도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의 교역 증가가 두드러져, 2000년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은 5.2%(수출 8.4%, 수입 1.8%)에서 2018년 42.7%(수출 48.6%, 수입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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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던 한국의 대
인도 교역은 2010년대 들어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
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한국과 인도의 교역 또한 품목의 고도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과 한국의 교역에서는 사무기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
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재료류, 기계류의 비중 또한 높은 편으로 한국의 아세
안 내 GVC 구축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와 한국의 교역은 한국의 주
요 산업 변화와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를 보였으
며, 양국의 산업 발전에 따라 교역품목의 고도화가 나타나고 있다.

나. 아세안과 인도의 투자
아세안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 주도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은 2018년 총 FDI 유입의 4.2% 비중을 차지해 7대 투
자국으로 부상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보험업으로의 투자비중
이 높으며 제조업의 경우 최근 투자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최근 비중이 줄어들
고 있으며 필리핀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로의 투자비중이 증가했다. 2015~
18년 누적 기준, 금융 및 보험업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비중을 차
지했으며, 부동산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
남의 경우 농림축산업, 금융업의 투자비중이 높았다.
한국의 입장에서 아세안은 2014년 이후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에 올랐
으며 특히 베트남은 2017년 이후 신규법인 수에서 중국을 넘어섰다. 한국의
아세안 투자 또한 전 세계 흐름과 유사하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중 전통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금융ㆍ보험업, 정보
통신업 등의 지식 서비스업으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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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서비
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유입됐다. 대
인도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국
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산업(IT)과 통신, 유통업
등 인도정부의 FDI 규제 완화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총 해외직접투자 중 대인도 투자비중(2000~18년 누적)은
기업 수 기준 1.5%, 투자금액 기준 1.2%에 불과하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금속 일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의약품, 의료 및 정밀기기, 식품가공 등 신사업 분야
투자가 확대되면서 투자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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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 배경
2.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1. 분석 배경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31)은 여러 국가의 자원과 노동이
결합되어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술의 발전은 국가간 운송비용
을 감소시켰고, 자유무역주의 국제질서의 등장은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
벽을 낮추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방식의 세계화로 이어졌다. 글로벌화된
생산방식으로 인하여 생산을 위한 행위와 위치가 분화되는데, 이를 2차 분화
(Second Unbundling)32)라고 부른다.
중국의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신남방지역으
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움직임은 앞서 2장에서 신남방지역 무
역과 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신남방지역에서는 베
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상품의 생
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이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
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국의 신남방지역으로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였다.
이는 신남방지역 무역과 투자의 고도화를 시사하며,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신남방지역의 역내/역외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구조의 변화가 존재한다. 따
라서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를 이해하려면 역내/역외 가치사
슬을 이용한 수출 조달 방식의 변화, 주요국의 신남방지역 생산기지 투자와
중간재 투입 추세,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 비중 변화
등의 다양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 부가가치 분해를 통하여 신남
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국제 산업연관표는 국가와
산업 간 중간재와 최종재의 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다양한 글로벌 가
31) 글로벌 가치사슬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글로벌 공급사슬은 기업의 관점에서 상품의 생산과 유통
에 초점을 맞춘 공급 형태를 의미한다.
32) Baldwin(2011)은 생산과 소비의 분화를 1차 분화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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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슬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적인 수출 통계가 아닌 실질적 부가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을 식별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응되는 신남방지역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2. 분석 방법론
가.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은 국제적으로 분화된 생산 분업구조를 이해하는 것
을 의미한다. 초기의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는 수입 내 해외 중간재 비율을 바
탕으로 한 분석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를 통한 중간재 투입 경로와 생산
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통계 데이터의 한계를 해결하
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하에 국제산업연관표가 등장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산업연관표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는 다음과 같
다. 최낙균, 김영귀(2013) 연구는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자
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은 WIOD 1996~2009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고, 동아시아
지역(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북미 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등을 분석에 포함한다. 정성훈(2014)의 연구는 1995~2011년
WIOD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의 국제 분업구조와 부가가치 기준
수출 현황을 담고 있다. 추가적으로 가치사슬 참여도와 국내산업 소득과 고
용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홍식 외(2018)의 논문은 신남방지역 글로
벌 가치사슬 구조를 ADB-MRIO 2014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ㆍ 71

ODA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박순찬, 박창귀, 배준성(2019)의 연구
는 2000~14년 기간 WIOD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43개국 19개 제조
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의 추세와 비교우위와의 상관관계 분
석을 담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국제산업연관
표에 기반을 두어 국내 혹은 해외 부가가치 등 여러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방
식이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방식은 특정 국가, 산업간 가치사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국제산업연관표는 약 20~30개의 산업
수준에서 제공되어 기업 수준에의 복잡한 생산단계를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구조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산업별 기
업 사례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분석 등을 추후 장에 담는다.

나. 국제산업연관표
무역장벽을 낮추려는 국제적 노력과 운송기술의 발전은 국가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관세, 통관비용, 운송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
고, 이에 따라 국제적 생산의 분업화가 대중화되었다. 국가간 중간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무역통계 내 중복계산 비중33)이 증가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났고, 이러한 통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산업연관표가 등장하
게 되었다.
[그림 3-1]은 기본적인 국제산업연관표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제산업연관
표는 국가간 산업간 공급과 사용 구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품의 수요
는 중간재 수요와 최종 수요로 크게 구분된다. 중간재 수요는 국가와 산업별
매트릭스(Z)로 표현되며, 세금, 운송 마진 등으로 구성된 계산 조정 매트릭스
33) 한 상품이 자국과 수입국 사이에 여러 생산단계를 거친 경우 상품의 총수출이 중복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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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제산업연관표 구조

자료: 최낙균, 박순찬(201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T), 부가가치 매트릭스(VA)와의 합을 통해 국가/산업별 총투입이 결정된다.
최종 수요는 국가와 최종 수요 항목에 따른 매트릭스(FD)로 표현되며, 중간
재 수요 매트릭스(Z)와 최종 수요 매트릭스(FD)의 합은 국가/산업별 총산출
로 계산된다. 총투입과 총산출의 값은 각각 국가/산업별 GDP를 나타내고,
같은 값을 갖는다.
[표 3-1]은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정
리하였다. WIOD 데이터의 신남방지역 국가 수는 다른 국제산업연관표에 비
하여 적지만, 가장 자세한 산업분류를 사용한다. Eora 국제산업연관표는 가
장 많은 신남방 국가를 포함하지만, 산업분류가 세분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ADB-MRIO는 신남방국가 11개국(ASEAN과 인도) 중 미얀마를 제외
하면 다수의 국가를 포함하고, Eora 국제산업연관표 대비 세분된 산업분류
와 함께 최근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B-MRIO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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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제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

WIOD

ADB-MRIO

작성기관

제공연도

EU 지원 11개

2000,

연합기구

2005~2014

국가 수

산업분류

산업 수

ISIC Rev.4

56개

(신남방국가 수)
43개(2개)
*인도네시아,
인도 포함

아시아개발은행

2000,

62개(10개)

ISIC

(ADB)

2007~2017

*미얀마 제외

Rev.3.1

OECD

2005~2015

35개

64개(9개)
ICIO

*라오스,

ISIC Rev.4

36개

ISIC Rev.3

26개

미얀마 제외
Eora MRIO

시드니대학

1990~2015

190개(11개)

주: 1) 최근 발표된 국제산업연관표 검색일(2019. 7. 24) 기준으로 작성.
2)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ADB-MRIO(ADB Multi-Region Input Output), ICIO(InterCountry Input Output)의 줄임말.
자료: 라미령(2017) 및 국제산업연관표 목록을 기반으로 저자 수정 작성.

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론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레
온티예프(Leontief) 분석 방식은 Leontief(1936)의 논문에서 사용한 방식을
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사용하며, 산업의 생산에 투입된 부가가치 기여도를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생산에는 자동차 산업의 부가
가치와 다른 산업(예: 섬유, 가죽 산업)의 중간재가 필요하고, 가죽 산업의 중
간재 생산을 위해서는 가죽 산업의 부가가치와 또 다른 산업의 중간재(화학
산업)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 간의 연계 속에 부가가치를 반복 계산하여 산
업 총생산에 기여한 부가가치를 국가, 산업별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레온티예프 방식은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 기여도를 보여주는 유용함을 갖
지만, 최종재와 중간재 이동의 정교한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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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를 분해하는 방식이다. 대
표적인 연구로는 Johnson and Nuguera(2012), Wang, Wei, and Zhu
(2013), Koopman, Wang, and Wei(2014)가 있다. Johnson and Nuguera
(2012)는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VAX ratio)34)에 초점을 두었
고,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를
국내 부가가치, 해외 부가가치, 국내로 회귀한 부가가치, 중복계산 포함 9개
로 분해하였다. Koopman, Wang, and Wei(2014) 방식은 국가 단위의 총
수출 분해는 가능하지만 산업별, 국가/산업간 수출 부가가치 분해는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Wang, Wei, and Zhu(2013) 방식은 국가간, 산업간 수출 부가가치 분해
를 가능하게 하며,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를 총 16개로 자세히 분해한다.
[그림 3-2]와 같이, 총수출은 크게 국내 부가가치(DVA: Domestic ValueAdded),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RDV: Returned Domestic Value-Added),
해외 부가가치(FVA: Foreign Value-Added), 중복계산 부가가치(PDC: Pure
Double Counted Terms)로 나눌 수 있다. 국내 부가가치는 직접 수입국 혹
은 제3국으로 수출되어 최종 소비(absorb)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국내로
되돌아온 부가가치는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되었지만,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하
여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와 소비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해외 부가가치는 수
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로, 수출품 생산에 포함된 직접 수입국 혹은 제3국
으로부터 조달받은 중간재를 의미한다. 중복계산은 생산이 본국과 수입국 사
이 반복적인 중간재 이동으로 인하여 부가가치가 수출에 중복계산된 값을 지칭
한다.
총수출을 분해한 16개 항목은 [그림 3-3]과 [그림 3-4]에서 확인한다. 자
세하게 분해된 부가가치 항목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보여주는
34) VAX ratio는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총수출로 나눈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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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표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수직 특
화도(VS: Vertical Specialization)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Koopman, Wang, and Wei(2014)이 제안한 방식은 간접 부가가치 수출
(DVX)과 수출 내 해외 부가가치(FVA)를 이용한다.35) 간접 부가가치 수출
(DVX)은 국내 수출 부가가치(DVA) 중 다른 국가의 수출에서 이용된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전방(upstream) 연계 관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보
여준다. 해외 부가가치(FVA)는 수출 중 해외에서 생산되어 조달된 부가가치
양을 나타내며, 이는 후방(downstream) 연계 관점의 참여를 보인다. 총수출
대비 전방과 후방 연계를 보여주는 두 지표의 비중을 통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계산한다.
둘째, Wang, Wei, and Zhu(2013)의 방식은 수직 특화도(VS)와 해외 출
처 중복계산(FDC)을 이용한다. 수직 특화도(VS)는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
가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해외부가가치(FVA)와의 차이점은 수출 특화
도에는 해외 출처 중복계산(FDC)을 포함한다. 해외 출처 중복계산(FDC)은
수입국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이동이 수출국과의 반복적 이동을 통하여 중복
계산된 값을 의미하므로 해외 출처 중복계산 값이 클수록 글로벌 분업의 고도
화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직 특화도(VS) 대비 해외 출처 중복계산 분
(FDC)의 비중을 통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계산한다.

35) Koopman, Wang, and Wei(2014) 가치사슬 참여도 측정 방식의 논리를 베트남의 예로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중간재 상품이 가공되어 말레이시
아로 재수출되었고, 이 베트남의 부가가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서 이용
되었음을 의미한다. 같은 논리로, 베트남이 한국의 중간재를 이용, 가공하여 수출을 하였다면,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가 베트남의 생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하에 간접 무
역에서 이용된 국내 부가가치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측정하는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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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수출 부가가치 분해

자료: Wang, Wei, and Zhu(2013)를 기반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 수출 분해: 국내 부가가치

자료: Wang, Wei, and Zhu(2013)를 기반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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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수출 분해: 해외 부가가치 및 중복계산

자료: Wang, Wei, and Zhu(2013)를 기반하여 저자 작성.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가. 분석 대상국 및 기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신남방정책 주요 협력국인 아세안과 인도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ADB-MRIO 데이터는 미얀마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제
공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7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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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11년이고, 분석 내용에 따라 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선택하여 사용
하고자 한다.

나. 신남방지역 수출 부가가치 분해
[그림 3-5]는 ADB-MRIO 데이터를 이용한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추
세를 보여준다. 신남방지역의 부가가치 수출36)은 총수출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인다. 부가가치 수출의 규모는 2007년 4,000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1
조 5,0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비중은 2009년
이후 90% 이상을 유지 중이고, 이는 수출에서 신남방지역에서 사용되거나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추세임을 보인다.

그림 3-5. 신남방지역 총수출, 부가가치 수출(2007~17년)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6) 부가가치 수출은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DVA), 국내로 환류된 부가가치(RDV), 해외 부가가치
(FVA)의 합으로 정의된다.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ㆍ 79

[그림 3-6]은 총수출을 국내 부가가치(DVA), 해외 기여 부가가치(FVA),
국내로 환류된 부가가치(RDV), 중복 부가가치(PDC)의 네 항목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신남방지역 부가가치 수출의 주요 특징은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신남방지역이 수출한 국내 부가가치는 2007년
2,800억 달러에서 2017년 1조 1,000억 규모로 약 4배 성장하였다. 수출에
서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동 기간 1,100억 달러에서
3,800억 달러 규모로 약 3.4배 성장하였다. 이는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해외
조달 원재료, 중간재 사용분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중복으로 계산된 부가
가치의 경우 동 기간 500억 달러 규모에서 1,300억 달러 규모로 약 2.7배 성
장하였다. 중복계산 수출 규모는 반복된 중간재 이동을 나타내며, 신남방지
역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업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로 환
류된 부가가치의 경우 10억 달러 규모에서 48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 비
중으로 살펴본 추가적인 특징은 신남방지역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

그림 3-6. 신남방지역 수출 부가가치 분해(2007~17년)
(단위: 십억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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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소폭 증가하였고,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신남방
지역 개별국의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중 국내로부터 조달받은 생산 상품,
서비스 중간재의 부가가치 투입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01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남방지역과 EU(유럽연합),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CPTPP(｢포
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지역공동체와 비교를 진행한
다. [그림 3-7]을 통하여 살펴본 신남방지역(NSP)의 부가가치 수출 구조는
CPTPP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국내 부가가치 65%, 해외 부가가치 25%,
중복으로 계산된 부가가치 10%의 구조다. RCEP와 NAFTA 대비 수출에 포
함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작고,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크다. 이는 다른
지역 공동체 대비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의존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
다. 신남방지역의 중복계산 수출비중은 EU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수출국과

그림 3-7. 주요 지역 경제공동체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십억 달러, %)

주: 1)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
수출 중복계산분.
2) EU=유럽연합,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
평양경제동반자 협정｣, NSP=신남방지역.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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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의 반복적 이동을 의미하는 중복계산 비중은 글로벌 분업화 정도를 나
타내므로, 신남방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공동체 대비 글로벌 분업화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로 환류된 부가가치에서 NAFTA는 유
의미한 비중을 갖지만, 신남방지역은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인다. NAFTA 개별
국의 경우 생산공장이 대체로 역외에 있어 투입된 중간재가 다시 본국으로 회
귀되지만, 신남방지역의 경우 생산공장이 대체로 본국에 존재하여 회귀된 국
내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를 살펴보자. [그림 3-8]은 신남방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그 구성 요소인 간접 부가가치 수출(DVX),
해외 부가가치 수출(FVA)을 보여준다. 간접 부가가치 수출은 제3국의 수출
에서 이용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값을 의미하고, 해외 부가가치 수출은 국내
부가가치 수출에서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신남방지역의 간접 부
가가치 수출과 해외 부가가치의 절대적인 값은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글로벌
그림 3-8.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2007~17년)
(단위: 십억 달러, %)

주: [전방 연계] DVX=간접 국내부가가치 수출(제3국의 수출에서 이용된 국내부가가치),
[후방 연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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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참여도는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현지 생산기지 건설, 부품 조달 기
업의 현지 진출, 중간재 조달 현지화 등으로 인하여 총수출 대비 신남방지역
의 간접 부가가치 수출과 해외 부가가치 사용비중이 증가하지 않음을 시사한
다. 이에 대한 내용은 현지기업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충 설명하도
록 한다. 2007년과 2017년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성요소의 비중 변화를 살펴
보면, 간접부가가치 수출(DVX)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고, 수출에 이용된
해외 부가가치 수출(FVA)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방식이 해외 중간재의 수입 가공을 통한 수출방식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이용한 국내 부가가치 수출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그림 3-9]의 수출의 수직 특화(VS) 구조를 통하여 글로벌 가치사
슬 참여도를 살펴본다. 수직 특화구조 분석은 수출에서 사용된 중간재와 최
종재의 해외 부가가치(FVA)37)와 해외 중복계산 부가가치(FDC)를 이용한다.
최종재(FVA_FIN)와 중간재(FVA_INT)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는 모
두 크게 증가하였다. 두 해외 부가가치 모두 2007년 400억 달러에서 2017
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신남방지역의 수출에 있어 해외
중간재를 이용한 최종재 조립 생산의 증가와 함께 다른 국가와 산업에 이용되
는 중간재 생산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중복계산 부가가치
(FDC)도 2007년 300억 달러에서 2017년 8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수직특
화 기준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
인다. 이는 간접 부가가치 수출(DVX)과 해외 부가가치 수출(FVA)을 사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추세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또한 최종재 대비 중
간재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였다. 중간재는 최종재 대비 생
37)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FVA)=최종재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FVA_FIN)+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FVA_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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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신남방지역 수직 특화구조(2007~17년)
(단위: 십억 달러, %)

주: 1) FVA_INT=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 FVA_FIN=최종재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 FDC=해외출처
중복부가가치.
2) VS 기준 GVC 참여도=(FDC/VS)×100.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단계 상위에 위치한 품목으로, 단순 조립 공정이 아닌 생산과 수출에 이용
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중간재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이용 비중의 상승은 수출품과 글로벌 가치사슬 이용 방식의 고도화
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다음은 신남방지역 역내/역외 수출 부가가치 분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신남방지역 역내와 역외 지역 간접 부가가치 수출 기여분(DVX)
과 해외 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을 계산하여 가치사슬 참여 비중을 비교한다.
[표 3-2]에서 보듯이, 신남방지역 수출은 역내보다 역외 GVC 수출이 많으
며, 역외와 역내 수출에 포함된 간접 수출 국내 부가가치 기여분38)과 역내 수

38) 역내 DVX의 경우 신남방지역 각국의 수출에서 그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역내 국가 사이에서 사용된
부가가치의 합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 태국에 수출한 베트남의 부가가치가 재수출되어 인
도네시아로 가면 역내 DVX에 포함되고, 만약 태국의 재수출이 미국으로 갔다면 역외 DVX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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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서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 모두 증가하였다. 역내 GVC 수출은 2007년
380억 달러에서 2017년 1,200억 규모로 증가하였다. 또한 총 GVC 수출 대
비 RVC(Regional Value Chain)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2007년 22.7% →
2017년 25.2%),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3-2. 신남방지역 역내/역외 수출 부가가치 분해(2007~17년)
(단위: 십억 달러, %)

간접 부가가치 수출

해외 부가가치 수출

기여분(DVX)

기여분(FVA)

NSP

NSP

(역내)

(역외)

NSP

NSP

(역내)

(역외)

2007

15.5

35.2

50.7

23.1

96.4

2008

35.7

98.2

133.9

47.4

2009

28.2

80.5

108.6

2010

35.8

104.6

2011

45.1

2012

가치사슬 참여도
GVC

RVC

RVC

참여분

참여분

비중

119.5

170.2

38.6

22.7

167.3

214.6

348.6

83.1

23.8

35.8

140.3

176.1

284.7

63.9

22.4

140.3

46.4

178.3

224.6

365.0

82.1

22.5

126.3

171.4

62.3

222.2

284.5

455.9

107.4

23.5

45.1

124.1

169.3

63.2

221.3

284.5

453.8

108.3

23.9

2013

46.4

124.6

171.1

64.6

227.8

292.4

463.4

111.0

24.0

2014

49.1

122.0

171.1

65.1

221.6

286.7

457.8

114.2

24.9

2015

45.2

114.0

159.2

59.3

198.0

257.2

416.4

104.4

25.1

2016

45.0

114.6

159.6

55.6

184.5

240.2

399.8

100.7

25.2

2017

52.5

132.0

184.5

69.0

231.9

300.8

485.3

121.5

25.0

연도

DVX

FVA

주: 1) RVC(Regional Value Chain) 비중은 RVC 참여분을 GVC 참여분으로 나눈 값.
2) DVX=간접 국내부가가치 수출(제3국의 수출에서 이용된 국내부가가치),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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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신남방지역 10대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십억 달러, %)

GVC

산업

DVA

FVA

RDV

PDC

전기, 광학 기기 제조업

69.8

46.8

0.4

25.5

67.0

식료품, 담배, 제조업

76.9

17.3

0.1

2.3

30.4

코크스-석유정제 제조업

44.6

22.8

0.2

13.9

66.8

1차 금속 및 금속 가공 제조업

46.3

19.1

0.3

8.4

57.4

임대업

58.2

7.9

0.2

3.6

4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7.7

13.9

0.2

7.4

54.6

섬유제품 제조업

46.9

13.7

0.0

1.9

34.8

광업

47.4

4.9

0.4

2.5

45.7

도매 및 소매업

37.1

7.6

0.1

3.2

44.7

운송장비 제조업

28.5

9.6

0.1

2.0

42.7

참여율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3]은 신남방지역 주요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 분해를 보여준다. 2017
년 기준 신남방지역 상위 수출품목의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다.
신남방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품목은 ‘전자 부품, 광학 기기 산업’이
다. 이 산업의 수출은 국내 부가가치(DVA)와 함께 해외 부가가치(FVA) 비중
이 높다. 특히, ‘전자 부품, 광학 기기 산업’과 ‘코크스-석유정제 제조업’은 다
른 주요 수출 산업 대비 중복계산 부가가치(PDC)와 GVC 참여율이 높은 모
습을 보이며, 이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산이 수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식료품, 담배’, ‘섬유 제품 제조업’은 중복계산 부가가치와
GVC 참여도가 낮고, 해외 부가가치 대비 국내 부가가치의 수출투입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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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남방지역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본 절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10]은 신남방지역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보여준다. 신남방지
역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대체로 감소하거나 변화가 미미한 모
습을 보인다. 역내 가장 높은 가치사슬 참여도를 보이는 국가는 싱가포르이
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2007년 68.9%→2017년 64.4%). 이와는 반대로
베트남과 인도는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다. 인도는 2007년 27.5%에서 2017년 39.6%, 베트남은 38.1%에서 50.3%
로 증가하였다.

그림 3-10.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2007~17년)
(단위: %)

주: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
(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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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 참여도(2007~17년)
(단위: %)

주: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
(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2.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 참여도(2007~17년)
(단위: %)

주: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
(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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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과 [그림 3-12]를 통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 참여와 후방
참여를 살펴보자.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대체로 후방 참여
중심으로,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사용비중이 높음으로부터 기인한다. 해
외 부가가치 사용비중의 증가는 글로벌 가치사슬 발달과 편입을 의미하지만,
낮은 전방 참여도 비중은 신남방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후방에 위치함을
의미한다.39) 국별로 살펴보면, 브루나이, 라오스 등 자연자원 수출 중심 국가
들이 높은 전방 참여도를 보인다. 후방 참여도는 해외 시장 개방도와 인프라
가 우수한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글로벌 투자 수혜지인 베
트남의 후방 참여도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남방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를 위해 2007년과 2017년 중간재, 국내 부가가치, 재수출 매트릭스를 보고
자 한다. [그림 3-13]은 신남방지역 역내 중간재 비중 매트릭스를 보인다. 각
중간재 매트릭스 값은 총 중간재 수출 대비 역내 개별국 중간재 수출비중으로
계산된다. 2007년 역내 중간재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으로부터 역내 중간재를 조달받
고, 태국은 라오스ㆍ브루나이ㆍ필리핀으로부터 역내 중간재를 공급받았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공급 관계를 갖는다. 2017년
역내 중간재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다변화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브루나이와 태국에서, 인도는 브루
나이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은 캄보디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
아로부터 역내 중간재를 조달받는다.
[그림 3-14]를 통하여 역내 재수출 비중을 살펴보자. 재수출은 수출에 포
함된 국내 부가가치가 직접 수입국에 머물지 않고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것
을 의미한다. 역내 재수출 비중은 개별국의 재수출 총액 대비 역내 국가를 통

39)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조립 수출하는 경우, 전방 참여보다 후방 참여도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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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신남방지역 역내 중간재 비중(2007~17년)
(단위: %)

2007

2017

주: 1) 세로는 수출국, 가로는 수입국을 나타낸다.
수출국의 총 중간재 수출 중 역내 각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을 계산.
2)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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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신남방지역 역내 재수출 비중(2007~17년)
(단위: %)

2007

2017

주: 1) 세로는 수출국, 가로는 수입국을 나타낸다.
재수출은 수입국에서 수출 상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수출국의 총 재수출 중 역내 각국에 대한 재수출 비중을 계산.
2)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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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수출 비중을 계산한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역내 생산 네트워크 활용 비
중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2007년 역내 재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던
국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싱가포르, 태
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역내 대부분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조달
받아 역외로 수출하였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으로
부터, 태국은 브루나이ㆍ말레이시아로부터 중간재를 받아 가공하여 역외 수
출하였다. 2017년 역내 재수출 또한 다양화되어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이
추가적 역내 재수출 허브로 등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브루나이와 태국이 주
로 재수출 경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는 브루나이가, 베트남은 캄보디아ㆍ
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태국이 주로 제3국 수출에 이용한다.
다음으로 신남방지역 각국의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를 살펴보자. 제조
업 수출이 적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우선 인도
네시아를 [표 3-4]를 통하여 살펴보자.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산업은 제조
업이다. 제조업 수출품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비중이 높고, 국내 부가가치로
이루어진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표 제조업 수출 분야인 식료품, 음료, 담배의
경우 국내 부가가치 투입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다. 가장 높은 가치사슬
참여도를 보여주는 산업은 농수산과 광업이고, 대부분의 수출이 중간재 수출
로 인도네시아 농수산과 광업의 수출이 수입국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나타낸다. 농수산과 광업 수출의 경우 가장 높은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갖는다.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산업은 제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보인다(표 3-5 참고). 특히, 제조업의 중복계산 부가가치
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기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활용률이 높은 모습을
나타낸다. 대표 제조업 수출 산업은 전자 부품으로 36%의 최종재와 64%의
중간재로 이루어진다. 코크스-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의 수출은 대부
분 중간재 수출로 구성되며, 중복계산 부가가치 비중이 타 산업 대비 상대적
으로 높은(10% 이상)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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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인도네시아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최종재

중간재

비중

비중

32,338.4

3.1

제조업

129,632.6

(식료품, 음료, 담배)
(전자 부품)

IDN

총수출

농수산/광업

RDV PDC

GVC

DVA

FVA

96.9

93.4

3.4

1.0

2.2

40.9

33.8

66.2

80.6

14.4

0.3

4.7

38.1

24,682.1

31.3

68.7

91.8

6.9

0.1

1.2

21.5

14,848.2

54.4

45.6

68.1

23.8

0.3

7.9

48.4

참여도

(화학)

13,571.7

6.9

93.1

79.8

12.9

0.4

7.0

47.1

(섬유, 의복)

12,770.4

73.6

26.4

74.2

22.5

0.1

3.2

34.6

(1차 금속)

12,304.3

8.2

91.9

79.2

11.8

0.8

8.3

52.3

공공사업건설업

216.7

17.4

82.6

83.3

13.4

0.1

3.3

32.3

사업 서비스업

9,462.1

33.6

66.5

91.2

6.5

0.3

2.0

28.0

개인 서비스업

1,547.1

48.4

51.6

93.2

6.1

0.1

0.7

15.4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
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 산업은 제조업이고, 다른 신남방국가와 산업 대비
가장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보인다(표 3-6 참고). 제조업 수출의 약
40%가 해외 부가가치로 이용되고, 중복계산 부가가치 또한 18%로 높은 국
제 분업화를 보인다. 제조업 수출의 주요 산업은 전자 부품이고, 국내 부가가
치(약 38%)보다 해외 부가가치(40.6%) 비중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인다. 싱가
포르 수출의 특징은 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 서비스업은 여러 국가에 수출 이용되고 다시 싱가포르에 수입되어 재가
공을 통해 수출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도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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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말레이시아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MYS

총수출

농수산/광업

13,278.6

최종재

중간재

비중

비중

8.5

91.5

DVA

FVA

89.6

7.0

RDV PDC
0.4

3.0

GVC
참여도
39.4

제조업

92,143.2

27.6

72.5

64.4

23.5

0.3

11.8

56.2

(전자 부품)

31,156.5

36.4

63.6

55.3

28.3

0.4

16.1

63.9

(코크스-석유정제)

15,602.6

7.3

92.7

76.0

12.8

0.3

11.0

58.5

(식료품, 음료, 담배)

13,914.7

42.7

57.3

73.8

21.7

0.1

4.5

38.6

(화학)

7,044.8

0.5

99.5

63.9

20.4

0.4

15.4

62.9

(고무, 플라스틱)

6,170.9

7.4

92.6

62.5

21.0

0.3

16.2

64.1

공공사업건설업

3,098.8

75.5

24.5

68.6

30.0

0.0

1.4

35.0

사업 서비스업

18,229.0

31.2

68.8

80.2

14.3

0.2

5.3

41.8

개인 서비스업

2,203.5

57.8

42.3

83.6

14.6

0.1

1.8

25.0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주: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6. 싱가포르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SGP
농수산/광업

총수출
6.1

최종재
비중

중간재
비중

DVA

FVA

RDV

PDC

GVC
참여도

31.8

68.2

66.9

28.8

0.0

4.3

41.6

제조업

84,358.8

33.0

67.0

42.3

39.5

0.2

18.1

70.5

(전자 부품)

57,283.2

35.2

64.8

38.0

40.6

0.2

21.2

74.5

(화학)

18,046.3

21.4

78.6

57.5

29.1

0.1

13.2

59.9

(코크스-석유정제)

3,211.8

27.2

72.8

14.0

74.4

0.0

11.6

87.8

(자동차, 운송)

2,020.9

81.9

18.1

48.9

49.3

0.0

1.8

52.8

(펄프, 종이)

1,002.5

21.2

78.8

69.2

23.3

0.1

7.4

46.8

공공사업건설업

461.3

63.7

36.3

61.0

35.1

0.0

3.9

44.6

사업 서비스업

55,401.5

21.7

78.3

62.1

26.5

0.2

11.3

55.8

개인 서비스업

1,086.1

13.4

86.6

80.3

13.0

0.2

6.6

46.3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주: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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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태국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THA

총수출

최종재

중간재

비중

비중

DVA

FVA

RDV

PDC

GVC
참여도

농수산/광업

10,090.6

21.4

78.6

88.2

8.9

0.3

2.8

31.4

제조업

124,197.2

31.9

68.1

62.2

27.6

0.2

10.0

51.8

(1차 금속)

35,344.4

15.7

84.3

56.6

31.1

0.4

11.9

58.4

(식료품, 음료, 담배)

19,072.9

54.5

45.5

79.8

17.5

0.1

2.6

30.1

(코크스-석유정제)

16,858.7

21.5

78.5

35.3

40.6

0.2

24.0

77.6
39.8

(자동차, 운송)

15,134.4

63.8

36.2

70.1

25.3

0.2

4.4

(고무, 플라스틱)

7,195.9

3.7

96.3

77.4

13.4

0.3

8.9

52.8

공공사업건설업

263.2

29.0

71.0

71.1

22.7

0.1

6.2

45.2

사업 서비스업

52,355.0

45.1

55.0

84.9

12.0

0.1

3.0

31.5

개인 서비스업

6,415.6

52.4

47.6

88.2

10.8

0.1

1.0

19.8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주: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은 제조업이고, 그중 1차 금속 수출과 코크스 석유정
제는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보인다(표 3-7 참고). 두 산업 수출의 대
부분은 중간재 수출로 이루어지며, 다른 산업 대비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
가치 비중과 중복계산 수출분이 크다. 태국의 자동차 운송 산업의 경우 수출
부가가치 중복계산(PDC) 비중과 GVC 참여도가 낮다. 특히,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가 높은 비중을 보여 자동차, 운송 산업은 중간재 부품의 현지
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 서비스업은 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가 높지만, GVC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인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 산업은 제조업이다(표 3-8 참고). 베트남 제조업 중 전
자 부품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 대비 수출에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중
복계산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분업화에 적극적 참여를 보인다. 가죽, 신발
산업의 경우 다른 제조업과 달리 최종재 생산비중이 높고, 이는 해외 중간재
를 사용한 조립 가공 수출형태를 반영한다. 베트남의 농수산/광업은 높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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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수출이 중간재 수출로 다른 국가
의 생산에 이용된다.
표 3-8. 베트남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VNM

총수출

최종재
비중

중간재
비중

DVA

농수산/광업

18,566.6

15.0

85.0

63.7

27.4

0.2

8.8

50.8

제조업

85,669.6

60.4

39.6

56.0

35.8

0.1

8.2

51.7

(식료품, 음료, 담배)

21,283.9

66.6

33.4

62.0

35.2

0.0

2.8

42.4

(섬유, 의복)

15,322.1

81.7

18.3

58.7

37.4

0.0

3.9

46.7

(전자 부품)

14,866.4

26.0

74.0

41.2

35.6

0.1

23.1

74.8

(가죽, 신발)

13,376.2

91.4

8.6

67.1

31.4

0.0

1.5

35.9

(기타 제조업)

5,400.5

78.6

21.4

57.7

38.8

0.0

3.4

46.8

공공사업건설업

73.1

44.2

55.8

72.9

23.9

0.1

3.1

42.0

사업 서비스업

17,253.7

39.7

60.3

72.8

21.9

0.1

5.2

44.4

개인 서비스업

1,434.4

77.3

22.7

74.9

24.3

0.0

0.8

28.3

FVA

RDV

PDC

GVC
참여도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주: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9. 필리핀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총수출

최종재
비중

중간재
비중

DVA

농수산/광업

1,388.2

23.9

76.1

90.9

6.4

0.3

2.5

30.7

제조업

32,831.0

34.0

66.0

62.4

24.2

0.2

13.2

54.1

(전자 부품)

14,436.6

31.0

69.0

47.7

30.0

0.2

22.1

72.2

PHL

FVA

RDV PDC

GVC
참여도

(식료품, 음료, 담배)

8,182.7

42.2

57.8

87.8

10.3

0.1

1.8

24.8

(1차 금속)

2,558.2

15.3

84.7

48.1

34.1

0.2

17.6

68.0

(자동차, 운송)

1,653.8

39.8

60.2

68.3

23.7

0.6

7.4

47.5

(전기장비)

1,364.7

69.7

30.3

57.8

36.1

0.1

6.0

50.3

공공사업건설업

167.4

52.4

47.6

76.9

21.0

0.1

2.1

30.4

사업 서비스업

25,647.5

25.3

74.7

90.8

7.0

0.1

2.1

31.8

개인 서비스업

1,123.2

23.4

76.6

88.7

8.5

0.1

2.7

30.1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주: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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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경우 주요 수출 산업은 제조업이며, 최종재 대비 중간재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표 3-9 참고). 제조업 수출의 절반은 전자부품 산업이고,
전자부품과 1차 금속 산업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고 글로벌 분
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외에 사업 서비스업의 수출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고,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로 이루어져 있으
며,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보인다.
인도의 주요 수출 산업은 제조업이고, 다른 산업 대비 높은 글로벌 가치사
슬 참여도를 보인다(표 3-10 참고). 제조업 중 코크스 석유정제 산업의 경우
수출에 포함된 높은 해외 부가가치 비중,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수출 내 중
복계산 가치 비중 등 글로벌 분업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섬유 의복, 자
동차 산업은 최종재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아, 중간재 가공 후 최종재
수출 방식의 특징을 보인다.

표 3-10. 인도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IND

총수출

농수산/광업

13,764.4

최종재

중간재

비중

비중

23.1

76.9

DVA

FVA

RDV

PDC

94.7

3.6

0.4

1.3

GVC
참여도
25.1

제조업

151,628.8

35.3

64.7

73.6

17.5

0.3

8.6

44.5

(코크스-석유정제)

32,169.5

18.5

81.5

45.9

31.9

0.3

21.9

72.4

(화학)

23,214.7

11.2

88.8

76.0

15.1

0.4

8.5

50.5

(섬유, 의복)

21,975.0

70.2

29.8

89.3

9.1

0.1

1.5

23.0

(1차 금속)

15,233.8

13.2

86.8

72.8

16.9

0.6

9.7

52.9

(자동차, 운송)

14,044.9

49.6

50.4

78.0

17.0

0.2

4.8

38.6

공공사업건설업

230.9

30.6

69.5

84.1

13.6

0.3

2.0

26.3

사업 서비스업

29,917.0

33.9

66.1

94.8

2.9

0.6

1.7

35.1

개인 서비스업

11,135.5

98.2

1.8

97.0

3.0

0.0

0.0

3.8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주: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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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과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본 절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표 3-11]은 2007년과 2017년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위
치를 보인다. 한국은 다른 주요국에 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GVC 참여도는 2007년 44.9%에서 52%로 증가하였
다. 한국은 전방 참여도보다 후방 참여도가 높고, 이는 한국 수출상품의 높은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기인한다. 한국과 독일은 전방 참여보다 후방 참여가
높지만 일본, 미국, 영국은 전방 참여도가 대체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국과 독일은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조달받아 중간재 혹은 최종재를 생산하
지만 일본, 미국, 영국은 원천기술, 원재료, 제품 디자인 등 생산 가치사슬 전
방에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특징으로 설명된다. 중국의 경우, 후방 참여 중심
에서 전방 참여로 가치사슬 구조가 변화하였다. 중국의 수출이 해외 부가가
치를 이용한 비중보다 중국의 중간재 수출품이 제3국 수출에서 재수출되어
표 3-11.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및 위치(2007~17년)
(단위: %)

2007
국가

2017

GVC

후방

전방

GVC

GVC

후방

전방

GVC

참여도

참여도

참여도

위치

참여도

참여도

참여도

위치

CHN

28.9

16.3

12.6

24.1

31.9

13.7

18.2

28.6

DEU

40.4

21.9

18.5

30.4

48.3

27.4

20.9

29.0

GBR

38.2

17.9

20.3

32.9

45.3

20.6

24.7

32.5

JPN

30.5

9.3

21.2

32.5

42.8

21.5

21.3

40.0

KOR

44.9

29.6

15.3

37.6

52.0

35.2

16.7

41.6

USA

38.3

10.4

27.9

32.8

41.1

11.4

29.6

34.8

주: 1) GVC 위치=(FVA_int/VS)×100으로 계산된다.
주: 2) 수직 특화(VS)=최종재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FVA_fin)+중간재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FVA_int)+
해외 출처 중복계산 부가가치(FDC).
주: 3)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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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정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독일과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가치
사슬 위치40)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GVC 상품의 위치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2007년 37.6%→2017년 41.6%), 글로벌 가치사슬 내 고도화
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림 3-15. 주요국의 수출 부가가치 분해
(단위: %)

2007

2017

주: 1)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주: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5]는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를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수출은 다른 국가 대비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추세는 심
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중복으로 계산된 부가가치 비중의 경
우 주요국 대비 비교적 높은 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정도와 활용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는
40) 가치사슬 위치는 수직 특화(VS) 정도 대비 중간재 수출에서의 해외 부가가치(FVA_INT) 비중으로 계
산되며, 단순 조립 가공을 통한 최종재 수출이 아닌 중간재 수출은 수입국 상품 생산 전방에서 사용되
므로 부가가치가 높다. 따라서 GVC 위치의 변화는 가치사슬 참여 방식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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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지만, 일본은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는 국내로 되돌아온 부가
가치(RDV)가 비교적 높다. 이는 최종재 상품 생산에 있어서 미국의 중간재가
수출되어 투입되었지만 생산이 이루어진 곳은 해외이기 때문에, 재수입을 통
하여 미국으로 상품이 회귀한 것에 기인한다. 일본의 경우 RDV 비중이 줄어
들고 있고, 이는 수출을 통한 중간재 공급에서 생산의 현지화를 통한 공급으
로 변모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다음으로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매트릭스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3-16]은
주요국의 신남방국가의 중간재 비중을 보여준다. 한국의 신남방지역 내 중간
재 수출 거점은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으로 변화하였다. 2007년 한국의 중
간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로 주로 이동하였지만, 2017년 베
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로 다양하게 중간재가 수출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중간재 수출이 이루
어졌지만, 이후 태국을 중심으로 중간재가 이동되는 추세다. 독일과 영국의
신남방국가 중간재 수출비중은 높지 않다. 중국은 베트남에 중간재를 수출하
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국의 신남방지역 재수출 비중을 [그
림 3-17]을 통하여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신남방지역 재수출 거점 국가는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으로 변화하였다. 일본은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재수출 거점이 이동하였다. 중간재 흐름과 마찬가지로 독일과 영국의 신남방
지역 재수출 활용도는 낮으며, 추세 또한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중국, 미국, 일본)의 부가가치를 분해하면 [표 3-12]와
같다. 국내 부가가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고 가장 낮은 국가
는 일본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중복으로 계산된 수출비중이 높고, 이는 한
국과 일본, 중국과의 국제분업이 깊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41)

41)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 일본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그 중간재가 일본에서 가공되어 또 다른 중간재
로 한국으로 수입/가공되어 최종재 형태로 다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 중복계산 비중이 높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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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한국의 주요 수출국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십억 달러, %)

TEXP

DVA

FVA

RDV

PDC

CHN

172.8

111.8(64.7)

46.8(27.1)

0.8(0.5)

13.4(7.8)

USA

78.7

52.5(66.6)

23.4(29.7)

0.1(0.1)

2.8(3.5)

JPN

43.4

26.0(60.0)

12.7(29.4)

0.3(0.7)

4.3(9.9)

주: 1)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주: 2) CHN(중국), USA(미국), JPN(일본).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를 [표 3-13], [표 3-14]와 함께 살펴보
자.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은 제조업이고, 최종재 수출 대비 중간재 수출비중
이 높다.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
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2007년 47.65%→2017년 53.23%). 제조업 중
전자 부품산업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중간재 비중이 일부 증가한 것
이외에 부가가치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화학, 1차 금속 가공, 코크스 석유
정제의 경우 중복계산 수출비중이 높아 국제 분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농수산, 광업의 경우 전체 산업 대비 수출비중은 적지만 글로
벌 가치사슬 참여도의 빠른 증가추세를 보인다. 최종재 중심의 수출 구조는
중간재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해외의 부가가치 비중도 소폭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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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07년)
(단위: 십억 달러, %)

2007

총수출

농수산/광업

최종재

중간재

비중

비중

64.9

35.1

532.0

DVA

FVA

RDV

PDC

89.5

9.8

0.1

0.6

GVC
참여도
15.7

제조업

168,708.3

42.4

57.6

68.1

23.6

0.4

8.0

47.7

(전자 부품)

58,327.0

40.7

59.3

66.6

23.2

0.5

9.8

52.0

(자동차 운송)

16,960.5

87.6

12.4

74.7

24.2

0.0

1.1

28.6

(의류, 의복)

13,271.0

50.5

49.5

75.1

19.5

0.2

5.2

40.0

(1차 금속 가공)

12,568.1

14.7

85.3

68.1

22.3

0.5

9.2

50.7

(화학)

12,035.4

4.6

95.4

66.5

21.8

0.5

11.2

55.1

공공사업건설업

70.7

35.7

64.3

75.8

19.9

0.3

4.1

36.3

사업 서비스업

21,951.1

33.1

66.9

86.7

10.2

0.4

2.7

29.8

개인 서비스업

450.4

52.6

47.4

90.0

8.3

0.2

1.5

23.1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4.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십억 달러, %)

최종재

중간재

비중

비중

932.9

36.6

제조업

606,737.2

37.8

2017
농수산/광업

총수출

GVC

DVA

FVA

RDV

PDC

63.4

83.4

12.3

0.7

3.5

33.3

62.2

61.5

27.7

0.4

10.4

53.2

참여도

(전자 부품)

183,371.8

37.9

62.1

64.8

24.7

0.5

10.0

52.3

(자동차 운송)

67,913.6

62.9

37.1

67.9

27.5

0.1

4.4

41.0

(화학)

55,217.2

4.5

95.5

60.2

25.5

0.6

13.8

59.9

(1차 금속 가공)

47,496.9

9.3

90.7

60.1

25.0

0.6

14.3

60.6

(코크스-석유정제)

44,058.8

19.8

80.2

22.2

52.9

0.2

24.8

84.6

공공사업건설업

1,133.4

31.7

68.3

68.2

25.7

0.4

5.8

42.8

사업 서비스업

95,041.5

29.7

70.3

83.6

11.7

0.5

4.2

35.8

개인 서비스업

4,578.3

46.5

53.5

82.8

13.8

0.4

3.0

30.0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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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중간재 비중(2007~17년)
(단위: %)

2007

2017

주: 1) 세로는 수출국, 가로는 수입국을 나타낸다.
수출국의 총 중간재 수출 중 각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을 계산.
주: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
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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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재수출 비중(2007~17년)
(단위: %)

2007

2017

주: 1) 세로는 수출국, 가로는 수입국을 나타낸다.
재수출은 수입국에서 수출 상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수출국의 총 재수출 중 각국에 대한 재수출 비중을 계산.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
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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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남방지역 국가별 수출 부가가치를 분해해 보자(그림 3-18 참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량이 높은 곳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
아다.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의 수출에 포함된 중복계산 수출(PDC)
비중이 높고, 이는 한국과 두 국가 사이의 높은 국제적 분업 관계를 의미한다.
반대로 한국의 인도와 인도네시아 수출에 포함된 중복 부가가치는 상대적으
로 낮아 한국과 두 나라 사이의 국제 분업화 진전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또
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수출품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FVA)은 높은
편이며, 이는 두 국가가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산업(예: 석유정제
업)이 주요 수출인 이유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태국 수출은 다른 신남방지역
국가 대비 절대 수출량은 적지만, 수출 내 중복계산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한국과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도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그림 3-18. 한국의 신남방지역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십억 달러, %)

주: 1)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수출규모 순 배열.
주: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주: 3)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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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의 신남방지역 주요 국가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석을 진행
한다.42) [그림 3-19]는 한국의 베트남 수출의 산업별 부가가치 분해를 보인
다. 한국의 베트남 주요 수출 산업은 금속 가공, 의복, 전자 부품, 화학, 코크
스 석유정제업이다. 다섯 산업 모두 중복계산 수출(PDC) 비중이 높아, 한국
과 베트남의 높은 글로벌 분업화를 보여준다. 특히 코크스 석유정제업의 경
우 중복계산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약 36.6%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한국
은 베트남에 1차 금속 가공산업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국내 부
가가치 수출(DVA) 비중은 약 60%, 해외 부가가치(FVA)는 20%, 중복으로
계산된 수출비중(PDC)은 20% 정도다.

그림 3-19.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2)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산업별 수출 분해는 부록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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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의 싱가포르 수출은 코크스-석유
정제업이다. 특히 코크스-석유정제업 산업의 경우 중복가치 수출계산 비중
(PDC)이 75.2%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한국의 석유정제 산업과 싱가포
르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싱가포
르 석유정제 산업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DVA) 비중은 약 22%로 낮은 수치
를 갖는다. 이 외에 한국의 싱가포르 전자 부품과 수상 운송업 산업의 수출에
서 중복계산 비중이 높아, 해당 산업에서의 한-싱가포르 국제 분업화 단서를
보여준다. 한국의 싱가포르 임대 서비스업 수출의 경우 국내 부가가치(DVA)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88.4%).

그림 3-20. 한국의 대싱가포르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산업은 코크스-석유정제다(그림 3-21 참
고). 한국의 인도네시아 석유정제 수출의 대부분은 해외 중간재를 이용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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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수출로,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FVA) 비중이 약 70%다. 화학과 의
복 제조업의 경우 다른 주요 수출 산업보다 중복계산 수출비중(PDC)이 높아,
두 산업에서의 한-인도네시아 분업화를 시사한다.

그림 3-2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대인도 수출의 경우 1차 금속 가공, 화학, 전자 부품이 주요 수출산
업이다(그림 3-22 참고).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 산업은 중복계산 수출
(PDC)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며 이는 한국과 인도의 분업
화 단계가 아직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주요 수출 산업 모두 국내 부가가치
비중 약 65%, 해외 부가가치 비중 30%, 중복계산 수출비중 약 5%의 유사한
부가가치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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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가. 비교우위 분석 방법론
앞서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분해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신남방지역, 그
외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살펴보았다. 한국, 중국, 일본의 신남방
지역 글로벌 분업화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
에서 신남방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진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국별/산업
별 비교우위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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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분석은 무역 통계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용
한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무역 통계에는 여러 국가의 국경을 반복적으
로 거친 중복으로 계산된 값을 포함한다. 중복으로 계산된 수출비중이 높은 산
업을 전통적인 통계 방식에 의존하여 비교우위를 분석하면 실제 산업의 경쟁력
측정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중
복으로 계산된 수출비중을 제외한 순수 부가가치 수출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식은 Wang, Wei, and Zhu(2013)에서 제안한 부가가치 기준43) 현
시비교우위(Value-adde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나타낸다. VRCA는 RCA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의 산업 무역 경쟁력을 측
정하며, 특정 국가의 총 부가가치 수출 대비 특정 국가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분자)이 전 세계 총 부가가치 수출 대비 특정 산업의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비중(분모)보다 큰 경우 특정 국가산업은 수출경쟁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 국가의 중점 수출 산업의 경우 그 산업의 전 세계 평균적인 부가가
치 수출비중보다 높기에 현시비교우위는 수출경쟁력 측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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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가가치 수출액=국내 부가가치 수출(DVA)+되돌아온 국내 부가가치 수출(RDV)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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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협력 가능 산업 식별은 다음과 같
은 기준으로 진행한다. 첫째,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선택한다.
VRCA를 이용하여, 그 값이 1을 넘는 산업을 선별한다. 둘째, 한국이 현시비
교우위를 갖는 산업에서 신남방지역 국가의 비교우위 추세를 확인한다. 수출
경쟁력이 증가하는 산업은 향후 대상 국가의 주요 수출품목이 될 수 있고, 산
업 기반이 존재하여 향후 가치사슬을 이용한 협력에 용이할 수 있다. 셋째, 대
상 국가의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혹은 국제적 분업화가 진행되고 있
는지 확인한다. 한 산업의 국제적 분업화 진행은 가치사슬 편입에 우호적인
환경(도로, 공항 등 인프라), 국가 정책(낮은 관세율, 통관 절차 개선 등) 등이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혹은 수직 특화
(VS)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본 분석방식은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GVC를
활용한 협력 가능성 기회를 큰 그림을 통하여 제시한다. 하지만 본 분석은 신
남방 개별국의 산업별 정책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산업에서
협력 기회를 제시하는 것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분석 방법의 한계
점에 유의하여 분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 한국과 주요국의 현시비교우위
우선, 한국과 주요국의 현시비교우위를 살펴보자(그림 3-23 참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농업과 광업에서 비교 열위를 갖는다. 한국, 중국, 일본, 독
일은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인다.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지수(VRCA)는 비교우위지수(RCA)보다 높아, 부가가치 기준 지수가 기존 비
교우위지수에 비하여 과소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네 국가는 제조업에
서 비교우위를 갖지만, 서비스업에서 모두 비교열위를 보인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사업/개인 서비스업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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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그림 3-25]와 함께 한국의 네 가지 제조 산업에서의 비교우
위를 살펴보자.44)
[코크스-석유정제 산업] 한국의 코크스-석유정제 산업은 기존 비교우위
(RCA)와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VRCA) 수치 사이의 차이가 크다. 이는 한

그림 3-23. 주요국의 현시비교우위: 대분류(2007~17년)
(단위: 백만 달러, %)

농업/광업

제조업

사업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주: 1) RCA=현시비교우위지수, VRCA=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
주: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4) [부록 6]은 한국 전체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여준다. 한국은 코크스-석유정제, 화학, 전자 부
품, 자동차, 1차 금속, 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이 중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높은
상위 4개 산업(코크스-석유정제, 화학, 전자제품, 자동차-운송장비 산업)을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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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코크스-석유정제 산업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FVA) 비중이 높고
국내 부가가치(DVA) 비중이 작아 부가가치 기준 수출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 이와 반대로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DVA) 비중이 높아 부
가가치 기준 비교우위가 기존 비교우위지수보다 높게 나타난다. 미국을 제외
한 다른 국가들은 본 산업에서 비교열위를 보인다.
[화학 산업] 중국과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화학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
는다. 일본은 화학 산업의 비교우위를 꾸준히 상승시켜 비교열위에서 비교우
위로 전환하였고, 독일과 미국은 비교우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한국 화
학 산업의 비교우위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지만, 2017년 최근 비교우위
수치는 감소하였다.
[전자 부품] 전자 부품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는 동아시아 3국인
중국, 일본, 한국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지수가 기
존 비교우위지수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며, 이는 실제 비교우위가 전통적 수
치로 계산된 비교우위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산업에서 중국
그림 3-24. 주요국의 현시비교우위: 코크스-석유정제, 화학(2007~17년)
코크스-석유정제

화학

주: 1) RCA=현시비교우위지수, VRCA=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
주: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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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정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비교우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시기에 따라 비교우위의 상승과 감소가 보이지
만,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차 운송장비] 자동차 운송장비 산업의 경우 중국과 영국을 제외한 주
요국에서 비교우위를 보인다. 한국, 독일, 일본은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가
기존 비교우위지수보다 높아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된 수출경쟁력이 더 높
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 운송장비 산업에서의 수출경쟁력은 다른
주요국과는 다르게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1보다 높은 값을 가지므로 비교우
위를 갖는 산업으로 판단된다.

그림 3-25. 주요국의 현시비교우위: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2007~17년)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주: 1) RCA=현시비교우위지수, VRCA=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
주: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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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남방지역 국가의 현시비교우위와 가치사슬 참여도
앞 절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수출 경쟁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은 코크스석유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의 네 산업이다. 이 산업을 토대
로 신남방지역 각국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수직 특화도, 재수출 비중을 살
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별 가치사슬 이용 추세를 판단한다.
코크스-석유정제 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부루나이, 인도네시
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다(그림 3-26 참고). 이 중 수직 특화
도가 높고 증가추세를 보인 국가는 싱가포르와 태국이다. 주요국의 신남방지
역 재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비중이 상승하였다(표
3-15 참고). 특히 중국과 일본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재수출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고, 두 국가를 경유한 한국의 재수출 비중도 소폭 상승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신남방지역 국가 중 코크스-석유정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도가 증가한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판단된다.
그림 3-26. 신남방지역 현시비교우위 및 수직 특화도: 코크스-석유정제(2007~17년)
현시비교우위(RCA/VRCA)

수직 특화도(VS)

주: 1) RCA=현시비교우위지수, VRCA=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
주: 2) 수직특화도=총수출 중 해외출처 중복계산분을 포함한 해외부가가치 기여 비중.
주: 3)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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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재수출 비중: 코크스-석유정제
(단위: %)

2007

BRN

IDN

IND

KHM

LAO

MYS

PHL

SGP

THA

VNM

CHN

0.00

0.44

0.09

0.09

0.07

0.97

0.04

2.38

0.39

1.37

DEU

0.00

0.04

0.01

0.01

0.00

0.81

0.06

0.18

0.15

0.30

GBR

0.00

0.00

0.00

0.01

0.00

0.63

0.03

0.28

0.19

0.06

JPN

0.00

0.05

0.01

0.00

0.00

0.26

0.01

0.00

0.05

0.07

KOR

0.00

0.71

0.03

0.01

0.02

0.27

0.10

3.01

0.20

0.32

USA

0.00

0.05

0.01

0.01

0.00

1.07

0.08

0.95

0.23

0.04

2017

BRN

IDN

IND

KHM

LAO

MYS

PHL

SGP

THA

VNM

CHN

0.00

0.16

0.18

0.18

0.21

0.27

0.37

5.33

0.14

4.81

DEU

0.00

0.01

0.03

0.01

0.01

0.11

0.41

0.07

0.04

0.20

GBR

0.00

0.00

0.01

0.00

0.00

0.07

0.06

0.98

0.09

0.08

JPN

0.00

0.03

0.04

0.01

0.01

0.18

0.19

5.45

0.11

1.00

KOR

0.00

0.45

0.08

0.01

0.02

0.03

0.09

4.37

0.01

0.81

USA

0.00

0.02

0.07

0.01

0.01

0.37

0.29

3.74

0.20

0.40

주: 1) 세로는 수출국, 가로는 수입국을 나타낸다.
재수출은 수입국에서 수출상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수출국의 총 재수출 중 역내 각국에 대한 재수출 비중을 계산.
주: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
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화학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신남방국가는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다(그림 3-27 참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비교열위를 갖고 있지만, 최근 비교
우위가 상승 중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수직 특화도는 상승과 하락을 반
복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직 특화도를 보인
다. 베트남의 수직 특화도는 증가 중이다. 주요국의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
아, 태국을 경유한 재수출 비중이 상승추세를 보인다(표 3-16 참고). 특히 중
국의 수출 중 베트남을 통해 재수출된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고, 일본의 경우
태국 경유 재수출이 소폭 상승하였다. 한국은 베트남과 인도를 거친 화학제
품 재수출 비중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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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신남방지역 현시비교우위 및 수직 특화도: 화학(2007~17년)

수직 특화도(VS)

현시비교우위(RCA/VRCA)

주: 1) RCA=현시비교우위지수, VRCA=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
주: 2) 수직특화도=총수출 중 해외출처 중복계산분을 포함한 해외부가가치 기여 비중.
주: 3)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6.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재수출 비중: 화학 제조업
(단위: %)

2007
CHN
DEU
GBR
JPN
KOR
USA
2017
CHN
DEU
GBR
JPN
KOR
USA

BRN
0.00
0.00
0.00
0.00
0.00
0.00
BRN
0.00
0.00
0.00
0.00
0.00
0.00

IDN
2.46
2.96
1.23
1.56
4.58
0.72
IDN
1.75
1.04
0.19
1.22
1.62
0.57

IND
1.11
1.33
0.57
0.29
0.67
0.38
IND
2.30
1.97
0.35
0.53
1.69
0.88

KHM
0.02
0.00
0.00
0.00
0.00
0.00
KHM
0.05
0.01
0.00
0.00
0.01
0.01

LAO
0.00
0.00
0.00
0.00
0.00
0.00
LAO
0.00
0.00
0.00
0.00
0.00
0.00

MYS
2.45
3.37
1.87
2.71
1.66
3.12
MYS
1.21
1.60
0.58
1.05
0.34
1.88

PHL
0.15
0.51
0.14
0.24
1.01
0.35
PHL
0.04
0.13
0.01
0.02
0.02
0.05

SGP
1.40
3.09
2.17
1.83
0.31
3.21
SGP
0.47
1.58
1.17
1.01
0.63
2.20

THA
0.42
0.32
0.25
0.30
0.58
0.32
THA
0.52
0.44
0.52
0.58
0.10
0.96

VNM
0.64
0.13
0.07
0.19
0.47
0.05
VNM
6.12
0.96
0.30
3.01
4.33
1.61

주: 1) 세로는 수출국, 가로는 수입국을 나타낸다.
재수출은 수입국에서 수출상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수출국의 총 재수출 중 역내 각국에 대한 재수출 비중을 계산.
주: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
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ㆍ 117

전자 부품에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
남이다(그림 3-28 참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경우 수출경쟁력
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베트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 수직 특화도가 증가 중으로, 해외 부가가치 사용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
인다. 신남방지역 중간재 재수출 허브는 말레이시아였으나,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이용한 재수출이 증가하였고,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중심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중간
재가 재수출된다(표 3-17 참고).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통한 재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림 3-28. 신남방지역 현시비교우위 및 수직 특화도: 전자 부품(2007~17년)

현시비교우위(RCA/VRCA)

수직 특화도(VS)

주: 1) RCA=현시비교우위지수, VRCA=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
주: 2) 수직특화도=총수출 중 해외출처 중복계산분을 포함한 해외부가가치 기여 비중.
주: 3)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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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재수출 비중: 전자 부품
(단위: %)

2007
CHN
DEU
GBR
JPN
KOR
USA
2017
CHN
DEU
GBR
JPN
KOR
USA

BRN
0.00
0.00
0.00
0.00
0.00
0.00
BRN
0.00
0.01
0.02
0.01
0.00
0.02

IDN
0.36
0.40
0.07
1.04
0.54
0.05
IDN
1.64
0.91
0.14
1.63
0.75
0.18

IND
0.35
0.65
0.27
0.19
0.25
0.19
IND
1.21
1.04
0.23
0.33
0.85
0.20

KHM
0.00
0.00
0.00
0.00
0.00
0.00
KHM
0.02
0.00
0.00
0.00
0.00
0.01

LAO
0.00
0.00
0.00
0.00
0.00
0.00
LAO
0.02
0.00
0.00
0.00
0.00
0.00

MYS
14.23
14.80
8.31
27.58
24.15
19.51
MYS
3.28
3.31
0.89
3.28
1.76
2.77

PHL
0.27
0.38
0.30
1.30
2.53
1.07
PHL
1.32
2.58
0.71
2.58
2.59
1.55

SGP
14.72
12.10
6.66
12.33
10.76
7.67
SGP
7.84
7.03
3.01
5.30
7.54
6.64

THA
0.57
0.44
0.18
1.13
0.22
0.61
THA
0.40
0.31
0.22
1.06
0.07
0.63

VNM
0.07
0.08
0.05
0.22
0.32
0.03
VNM
1.66
1.36
0.43
3.07
4.81
1.25

주: 1) 세로는 수출국, 가로는 수입국을 나타낸다.
재수출은 수입국에서 수출상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수출국의 총 재수출 중 역내 각국에 대한 재수출 비중을 계산.
주: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
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동차 운송장비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인도와 태국이다(그림
3-29 참고). 인도의 VRCA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꾸준히 성장하여 비
교열위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하였다. 비교열위지만 인도네시아와 싱
가포르는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와 인도네시
아의 경우 수직 특화도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싱가포르는 반대로 전반적으
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신남방지역 중 주요국의 재수출 활용도가 높은 신남
방 국가는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다(표 3-18 참고). 한국의 중간재 수출
은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재수출 비중이 상승하였다.45)

45) 싱가포르는 중계무역 형태의 재수출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제품 가공을 통한 재수출 형태는 아니
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생산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다수의
아세안 수출 국가가 싱가포르를 통하여 수출을 하므로, 이는 국제무역 통계에서 싱가포르의 수출에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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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신남방지역 현시비교우위 및 수직 특화도: 자동차, 운송장비(2007~17년)

현시비교우위(RCA/VRCA)

수직 특화도(VS)

주: 1) RCA=현시비교우위지수, VRCA=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
주: 2) 수직특화도=총수출 중 해외출처 중복계산분을 포함한 해외부가가치 기여 비중.
주: 3)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8.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재수출 비중: 자동차 운송장비
(단위: %)

2007
CHN
DEU
GBR
JPN
KOR
USA
2017
CHN
DEU
GBR
JPN
KOR
USA

BRN
0.00
0.00
0.00
0.01
0.00
0.00
BRN
0.00
0.01
0.01
0.02
0.00
0.01

IDN
0.23
0.50
1.23
0.94
0.13
0.06
IDN
0.22
0.23
0.05
1.03
0.11
0.06

IND
0.01
0.28
0.89
0.19
0.15
0.08
IND
0.80
1.59
2.81
0.52
0.75
0.34

KHM
0.01
0.01
0.00
0.00
0.02
0.00
KHM
0.07
0.02
0.00
0.02
0.01
0.01

LAO
0.00
0.00
0.00
0.00
0.00
0.00
LAO
0.01
0.00
0.00
0.00
0.00
0.00

MYS
0.15
0.58
0.13
0.50
0.52
0.20
MYS
0.23
1.44
0.12
1.07
0.17
0.16

PHL
0.02
0.01
0.01
0.11
0.06
0.07
PHL
0.01
0.01
0.00
0.02
0.00
0.01

SGP
0.19
0.72
0.57
0.55
2.29
1.00
SGP
0.49
0.66
3.39
0.17
4.30
3.26

THA
0.04
0.20
0.04
0.19
0.04
0.16
THA
0.10
0.63
0.08
0.71
0.03
0.27

VNM
0.27
0.03
0.01
0.19
1.11
0.01
VNM
0.11
0.01
0.00
0.07
0.15
0.01

주: 1) 세로는 수출국, 가로는 수입국을 나타낸다.
재수출은 수입국에서 수출상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수출국의 총 재수출 중 역내 각국에 대한 재수출 비중을 계산.
주 : 2)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JPN(일본), KOR(한국), USA(미국),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
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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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신남방지역 국가별,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이용도를 살펴보
았다. 코크스-석유정제 산업에서는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 화학 산업은 베
트남, 전자 부품 산업은 베트남과 필리핀, 자동차 산업은 인도와 태국에서 글
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이 관찰되고, 이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시
사한다. 추후 4장에서 다루게 될 신남방지역 국가별 정책 분석을 통하여 본
산업에서의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5. 소결
본 절에서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
치사슬 구조, 산업별 비교우위 추세를 파악하였다. 우선,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 공동체와 비교하여 수출품 생산에 있어 해외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편
이며, 중복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 글로벌 분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
징을 갖는다. 신남방지역의 전반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며,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한 모습을 보인
다. 신남방지역 수출에 포함된 간접 부가가치 수출비중은 해외 부가가치 이
용비중 대비 증가하였고, 최종재 수출 대비 중간재 수출에 이용된 해외부가
가치 수출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신남방지역 수출상품과 GVC 이용 방식의
고도화가 관찰된다. 또한, 역외 대비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이용비중이 증가
하였고, 역내/역외 중간재와 재수출 허브는 이전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
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추가로 등장하여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의 다
변화된 모습을 시사한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를 보이고, 이는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기인
한다.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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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분업 관계가 높다.
기존 무역 통계가 아닌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계산하면,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에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비교우위 혹은 글로벌 분
업화 정도가 증가 중이다.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에서, 베
트남은 화학 산업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 부품 산업에서, 인도와 태국
은 자동차 산업에서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의 상승 혹은 해외 부가가치 이용
비중 증가가 관찰된다. 수출경쟁력의 증가는 무역환경과 산업기반 개선을 시
사하며, 해외부가가치 활용 증가는 가치사슬 후방 연계도의 증가를 의미한
다. 따라서 한국은 앞서 언급된 신남방국가의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협력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산업연관표의 세밀하지 못한 산업분류는 하위 산업의 다양한 비교우
위와 가치사슬 구조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위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다른 하위 산업에서 열위를 가진다면, 두 산업을 포함한 상위 분
류의 산업에서는 평균적인 비교우위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제산업연관표의 세밀하지 못한 산업분류로 인해 하위 산업의 다양한 비교
우위와 가치사슬 구조 파악이 어려우므로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의 잠재 산업
협력 기회는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 조사 등과 병행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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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앞 장에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도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역내 가치사슬은 점차 고도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GVC
관련 정책을 분석해보고 산업별 변화 추이와 성장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지막 장에서 신남방지역과의 GVC 참여와 교역 확대가 예상되는
협력가능산업을 선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OECD, WTO, and World Bank Group(2014), Luo and Xu(2018),
Varela(2017)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GVC는 경제ㆍ사회 인프라 개선, 산
업구조 고도화, 적극적인 통상정책(무역원활화, FTA 체결, 관세인하 등), 투
자 자유화, 인적자원 개발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
는 먼저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GVC 관련 정책을 최근의 핵심적인 국가경제전
략, 산업육성, 외국인투자 유치업종과 제한업종, 무역원활화, FTA 등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주요국의 산업구조를 전체와 제조업으로 분류해
최근 10여 년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전망해본다.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가.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1)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한 아세안은 초기 GVC 구축전
략의 일환으로 역내 분업 확대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1976년 도입
한 아세안공업프로젝트(ASEAN Industrial Project), 1977년 도입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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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1981년 도입한 아세안
공업보완계획(AIC: ASEAN Industrial. Complementation), 1983년 도입
한 아세안공업합작제도(AIJVs: 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s) 등이 있
다. 이 중 AIC는 특정 공업제품을 역내 4개국 이상의 기업이 분담해 생산하
고 이를 아세안 역내시장에 많이 판매하기 위해 PTA를 통해 특혜관세를 부
여하였다. 특히 아세안자동차(ASEAN Car) 구상에 의해 각국에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할당하였다. AIJVs는 역외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역내의 부품산업 발
전과 무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AIC와 AIJVs 등이 아세안의 중간재 교역
활성화를 추구한 초기의 GVC 관련 정책으로 평가되나 각국의 이해관계 대립
과 형식적 운용, 외자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실패하였다.
아세안은 1987년 ｢마닐라선언(Manila Declaration)｣을 통해 그동안의
수입대체공업화전략을 버리고 집단적 외자유치ㆍ수출지향형 공업화전략
(Strategy for Collective FDI-attraction an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을 추구하였다. 성장전략으로 대외개방, 특히 다국적기
업 중심의 FDI 유치를 통한 수출확대와 역내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협력 강
화를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
체계 구축이 곧 GVC를 의미한다. 따라서 FDI 유치 확대는 아세안 내에서
GVC 구축의 시작을 알렸고 수출확대는 가공무역의 발달을 가져와 GVC 구
축을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더해 역내투자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는 역내 분
업 및 생산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상표간 보완제도(BBC: Brand to Brand Complementation, 1988년 시
행),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의 기반이 된 공동실효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1993년 발효), 아세안
산업협력계획(AICO: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1996년 체결),
1988년부터 추진된 역내 투자자유화(아세안투자지대→｢아세안포괄적투자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ㆍ 125

협정｣) 등이 있다. BBC와 이를 발전시킨 AICO는 역내로의 외자유치와 역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특히 일본 자동차 기업의 아세안
역내 분업체계 및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ICO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역내 분업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역내 산업협력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역
내 투자와 역내 분업체계 형성에는 아세안투자지대(AIA: ASEAN Investment
Area, 1998년)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 1995년)｣도 크게 기여하였다. AIA는 역내의 투자
활성화와 투자 자유화를 견인하였으며, 2012년 3월 한 차원 높은 투자협
정인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으로 대체되었다. AFAS 역시 상호인증, WTO-플러스적 자유
화조치 등을 통해 역내국간 차별화 철폐(내국민대우 부여)와 시장접근제한
철폐 등으로 이어져 역내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견인하였고, 조만간 ｢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대
체될 예정이다.
2000년대 이후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로의 이행을 통해 FDI 유치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더욱 추구하
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은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2010년 발효)｣을 비롯한 통합 가속화를 통해 역내 무
역 확대와 역내 분업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ATIGA는 역내 관세의 완전
한 철폐를 통해 중간재 이동 활성화, 역내 교역비용 절감, 연계성 강화를 통한
역내 기업간 교역 활성화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3년부터 시작한 AEC로
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은 AEC 청사진 2015(AEC Blueprint 2015)의 4대
추진전략(pillar)으로 단일시장ㆍ생산기지(Single Market and Production
Base) 구축과 세계경제로의 통합 강화(Integration into th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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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를 내세웠다. 아세안은 전자를 위해서는 ① 물품, 서비스, 투자, 자
본, 숙련노동자의 자유 이동 ② 11개 분야 우선통합 ③ 식료, 농업, 임업의 시
장 통합 등을 추진하였고 후자를 위해 FTA를 통한 역외와의 경제관계 강화와
글로벌 공급네트워크(global supply networks)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였
다.46) 아세안은 우선 통합 분야로 농산물가공업, 자동차, 전자, 수산업, 고무
제품, 섬유ㆍ의류, 목제품, 항공업, e-ASEAN, 보건, 관광업을 선정하였고 추
후 물류도 추가하였다.47) 아세안은 역내 시장 통합 심화와 무역 원활화를 확
대하기 위해 아세안단일창구(ASW: ASEAN Single Window)를 도입하고
있다. 통관수속전자화를 통한 ASW는 2019년 9월 현재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7개 국가가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나머지 3개 국가(필리핀, 미
얀마, 라오스)도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은 역내가치사슬(RVC) 확대
와 GVC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Ⅰ(2002~08년)과 Ⅱ(2009~15년), 아세안연결성마스
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10 등을 추진하
였다.48) 아세안은 후자인 글로벌 경제와의 협력과 생산 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확대를 위해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 중
국, 일본, 인도, 호주ㆍ뉴질랜드와 ASEAN+1 FTA를 체결하였다. 아세안의
이와 같은 노력, 특히 FDI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역내 경제협력 확대전략
은 역내의 분업 확대는 물론이고 국제분업과 GVC 참여 확대로 이어졌다. 이
에 따라 아세안은 비록 외자계 기업 중심이지만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기계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GVC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였다.

46) ASEAN Secretariat(2008), pp. 6-26.
47) 石川幸一(2013), p. 25.
48)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AI)는 역내 개발격차 축소와 이를 통한 역내통합 가속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
으로 인적자원개발이 주요 프로젝트다. 아세안연결성마스터플랜(MPAC)은 AEC 청사진을 보완ㆍ보
강하는 것으로 아세안의 물리적 연결성, 제도적 연결성, 인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들을 개발 또는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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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AEC를 창설한 아세안은 역내 경제통합의 심화ㆍ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AEC 청사진 2025(AEC Blueprint 2025)에 의하면 아세안은 먼
저 ‘고도로 통합되고 결합된 경제(A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를 하나의 전략목표(characteristic)로 내세우고 있고 이것의 6
대 주요 분야(key element) 중 하나로 GVC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49) 특
히 아세안의 ‘통합전략행동계획(CSAP: ASEAN Economic Community
2025 Consolidated Strategic Action Plan)’에 의하면, 아세안은 GVC 참
여 확대를 위해 5개의 전략적 조치(strategic measures)와 6개의 주요 행동
계획(key action lines)을 추진하고 있다(표 4-1 참고). 이는 ｢ASEAN의

표 4-1. 아세안의 CSAP 중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적 조치와 행동계획
전략적 조치

주요 행동계획

일정

목적: 아세안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가치사슬(RVC) 구축 및 참여 확대
- 지역내 브랜딩, 로드쇼,
공동 마케팅 전략

- 아세안에 대한 세부 권고사항 목록과 정책을 지원하는
우선 순위의 GVC를 수록한 핸드북 작성
- GVC와 관련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기준 보고서를

- 수출입에 초점을 맞춘 무역
원활화 이니셔티브
- 표준(standards) 준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조화
- 정보 공유 강화
- 연계성에 대한 집중도 강화,
비관세조치 비용과 무역
제한효과 절감, 국내 규제
개혁

2019
2018

포함해 핵심 이슈와 지식 격차(knowledge gap)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보고서 작성을 통해 아세안의
GVC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수행
- 다양한 위원회와 연구 활동 전반에서 GVC 관련 활동의

2019

지식 공유 및 진행상황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연간 또는
격년별 대화채널 수립
- OECD-WTO 부가가치무역(TiVA) DB에 아세안 전체
데이터 수록 및 관리

2018
2019

- 실증(evidence based) 보고서를 통해 아세안의 GVC에
대한 중소기업(SME) 참여 평가
- 능력향상 이니셔티브를 통한 SME의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 향상

자료: ASEAN Secretariat(2018), p. 12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49) ASEAN Secretariat(201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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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작업계획 어젠다(ASEAN Work Plan for Enhancing
the Global value Chain Agenda, 2016~2025)｣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아세안은 GVC 편입 확대를 위해 고도화된 연결성과 분야별 협
력(An 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 체제를 구축
하고 있고, 세부 추진과제로 교통ㆍ수송, ICT, 전자상거래 등 9개 주요 분야
에서 51개 전략적 조치와 233개 주요 행동계획을 준비하고 있다.50) 세 번째
로 아세안은 글로벌 아세안(Global ASEAN)을 구축하기 위해 역외국과
FTA를 추가로 체결하고 있고 미체결 국가와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2019년 1월 발효된 홍콩과의 FTA와 현재 협상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은 GVC 구축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해 IAI Ⅲ(2016~20년)와 MPAC 2025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아세안 최대의 경제대국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연자원, 거대한 내수시장,
낮은 대외무역 의존도, 이슬람 경제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 물류인프라 열
악 등의 경제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인식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초부터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열악한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
설하였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도로, 철도, 항구 등을 대폭 확충하
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조코위 정부는 해양강국 전략(Maritime Axis
Doctrine)과 연계해 24개 항만 개보수,51) 국제 허브항(International Hub
50) 石川幸一(2019), pp. 7-13.
51) 24개 항만은 벨라완(Belawan), 딴중쁘리욱(Tanjung Priuk), 딴중뻬락(Tanjung Perak), 마카싸르
(Makassar), 비퉁(Bitung) 등 5개의 허브항(hub port)과 19개(Malahayati, Batam, Jambi,
Palembang, Panjang, Teluk Bayur, Tanjung Emas, Pontianak, Banjarmasin, Sampit,
Balikpapan, Samarinda, Tenau/Kupang, Pantoloan, Ternate, Kendari, Sorong, Am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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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육성, 선박을 통한 주요 섬 연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 고속도
로(Sea Highway or Sea Toll Road)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52) 물
류서비스 개선이 GVC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러
한 점에서 조코위 2기(2019. 10~2024. 9) 정부 역시 물류인프라 개선을 위
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정책 중 돋보이는 것은 201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다(표 4-2 참고). GVC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련의 외자유
치를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의 의미는 크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
선기간에 제2기 정부에서도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거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근 경제정책은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에 맞춰져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2015년 장기 산업전략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2035(MP 2015~2035: Master Plan of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2015~2035)｣를 발표하였다.｢MP 2015~2035｣는 산업경
쟁력이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11개 전략과 10대 우선 육성 산업을 선정하
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양화가 초점임을 알 수 있다.

Jayapura)의 보조항(feeder port)을 일컫는다. 곽성일 외(2015b), pp. 41~42.
52) 곽성일 외(2015b),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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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코위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
구분

발표일

주요 내용
-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완화

제1탄

2015. 9. 9

- 인프라 정비 촉진을 위한 투자인허가 수속 간소화
- 부동산 분야 투자 유치 활성화
- 투자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기간 단축

제2탄

2015. 9. 29

-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우대 승인과정 신속화
- 수입수속 간소화
- 기업용 디젤연료, 가스, 전기 요금 인하

제3탄

2015. 10. 7

- 중소영세기업용 저리융자 대상 확대
- 투자 시 토지수용 인허가 수속 단축

제4탄

2015. 10. 15

제5탄

2015. 10. 22

- 최저임금 포함 임금제도 개정
- 정부보조 마이크로론 융자대상 확대
- 자산재평가 이익세 감세
- 부동산투자신탁 매각익과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 이슬람 금융거래 규제 완화
- 경제특구에서의 각종 우대조치 확대

제6탄

2015. 11. 5

- 수도사업의 법적 확실성 강화
- 의약품 원재료의 수입수속 신속화(Paperless화)

제7탄

2015. 12. 4

제8탄

2015. 12. 21

- 노동집약형 산업 종업원의 소득세 감세
- 축산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석유정제사업의 세무편의 또는 비과세화
- 토지이용을 위한 지도 제작 및 통일
- 항공기 정비회사의 부품수입세 비과세화
- 발전소 건설 가속화

제9탄

2016. 1. 27

제10탄

2016. 2. 11

제11탄

2016. 3. 29

- 항만으로부터의 컨테이너 반출 소요일수 단축

제12탄

2016. 4. 28

-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

제13탄

2016. 8. 24

- 저소득자를 위한 국민주택건설 촉진 및 규제 완화

제14탄

2016. 11. 10

- 전자상거래(EC)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규제 완화

제15탄

2017. 7. 15

- 교역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물류 인프라 개선

제16탄

2018. 11. 16

- 소고기 수입 완화
- 네거티브 리스트(투자규제업종리스트) 개정
- 관광과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64개 업종에 대한 외자 출자상한 완화

- 수출 증대 및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조세감면제도(Tax Holiday) 확대 등

자료: 현지 정부 발표 및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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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인도네시아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2035의 11대 전략과 우선 육성 산업

11대 전략

10대 우선 육성 산업
육성분야

식품산업

2.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 수출
규제
3. 산업기술 습득 및
산업인적자원의 질 향상

제약,
화장품,
건강기구
산업

건설
5. 중소기업 센터, 산업단지,
산업개발 중심지역(WPPI:
Wilayah Pusat
Pertumbuhan Industri)
건설
6. 중소기업 역량 강화,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 우대정책
제공
7. 산업설비 개발
8. 녹색산업 육성
9. 전략산업 개발
10. 자국 상품 활용 증대
11. 국제적인 산업협력 확대

- 유제품 가공업

- 식물성 기름 가공업

- 과일 및 채소 가공업

- 제약 및 화장품 산업

- 건강기구 산업

- 섬유 산업
- 가죽 및 신발 산업
섬유, 가죽,
- 가구 및 기타 목재 기반 산업
신발 산업
- 플라스틱 및 고무 가공산업

4. 산업개발지역(WPI: Wilayah
Pengembangan Industri)

- 수산물 가공업
- 사탕수수 기반 산업

1. 천연자원 기반 업스트림 및
중간재 산업 발전

세부 산업

교통산업

- 자동차 산업

- 열차 관련 산업

- 조선업

- 항공우주 산업

정보통신 - 전자 산업
기술 산업 - 통신장비 산업
발전소
산업

- 컴퓨터장비 산업

- 전기장비 산업

자본재,
- 기계설비 산업
부품,
산업서비스 - 산업서비스
산업
농업 기반 - 유지화학 산업
업스트림 - 소사료 산업
산업
- 펄프 및 제지 산업

- 부품 산업

- 농예화학 산업
- 목재 기반 산업

- 철강 가공 및 제련 산업
기초 금속
- 비철강 기초 금속 가공 및 제련 산업
및 비금속
- 귀금속, 희토류, 핵연료 산업
광물 산업
- 비금속 광물 산업
석유, 가스,
석탄 기반
화학공업
산업

- 석유화학 업스트림 산업 - 유기화학 산업
- 비료 산업
- 합성 및 천연 고무 산업
- 기타 화학제품 산업

자료: Ministry of Industry(Indonesia)(2015), p. 19,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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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고 2030
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다. ‘Making Indonesia 4.0’은 5대 핵심 산업으로 식
음료,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전자, 화학을 선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10대 우
선 과제로 ① 소재흐름 개혁(기초소재 공급개선, 고부가가치 부품제조능력
증진 ② 산업단지 재설계 ③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반영 ④ 중소기업육
성 ⑤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⑥ 외국인투자 유치 ⑦ 인적자원 업그레이드
⑧ 혁신 생태계 구축 ⑨ 기술투자 인센티브 제공 ⑩ 산업규제 및 정책 조율
과 최적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53) 이와 함께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이슬람 경제권을 겨냥
한 이슬람경제마스터플랜 2019~2024(Indonesia Islamic Economic
Masterplan 2019~2024)도 발표하였다. 마스터플랜은 대통령 직속의 샤리
아금융국가위원회(Komite Nasional Keuangan Syariah)가 작성한 것으
로, ① 음식료품, 패션, 관광, 미디어(영화 포함), 의약품ㆍ화장품, 재생가능
에너지의 원료ㆍ제조ㆍ유통ㆍ판매를 할랄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기능(Halal
Value Chain) 강화 ② 샤리아 금융 강화 ③ 중소영세기업 참여 확대 ④ 전자
상거래와 핀테크 활용 등을 담고 있다.54)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
년 10월 17일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하
였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관련 시행령 제정, 준비상황, 업종별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도 많
은 관심을 쏟고 있다. 조코위 2기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
털 인프라 구축, 법적 제도 및 소비자보호장치 정비, 자국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시티(smart city) 역시 같은 맥락에서 활발
53) Ministry of Industry(Indonesia)(2018), p. 22, p. 35.
54) 山城武伸(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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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진되고 있다. ‘Movement Towards 100 Smart City’ 이니셔티브가
이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제한과 관련해 2014년 1월 광물자원의 고
부가가치화를 위해 현지에서의 제련과 정제 의무를 부여하는 관련 장관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채굴된 광석은 자체로는 수출이 금지되며 외자기업
이 투자할 경우 일정기간(생산 후 5년)이 경과하면 지분의 일부를 현지 정부
나 기업에 의무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55) 구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
을 부여하는 대신 수출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자국 산업 육성과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조달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율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나 태블릿 PC가 이에 해당한다.56)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AEC와 ASEAN+1 FTA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
아는 일본, 파키스탄, 칠레와 FTA를 발효시켰다. 인도네시아는 EFTA와는
2018년 11월 FTA 협상타결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들어서는 한국은 물론
RCEP과도 협상을 완료하였다. 인도네시아는 CPTPP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4-4. 인도네시아의 FTA 체결 동향(2019년 9월 기준)
발효
일본(2008. 7) 파키스탄(2013. 9)
칠레(2017. 12)

진행/교섭 중

기타

EFTA(2018. 11, 타결합의)
EU(2016. 9~), 인도(2011. 10~)

CPTPP(관심 표명)

한국(2012. 7~), 호주(2012. 9~)

주: 아세안 회원국의 일원으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는 제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8c)를 토대로 수정ㆍ보완.

55) 南博志(2018), p. 2.
56)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는 제조의 70%, 개발의 20%, 앱의 10%를 현지화해야 한다. 日本國際協力銀行
(2017a),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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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경제는 풍부한 자연자원 보유, FDI를 통한 전기전자 중심의 산
업화 달성, 이슬람 경제, 높은 대외무역의존도와 노동력 부족 등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정부 주도형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 2018년 재집권에 성공한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총
리는 지속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미래상인 비전 2020(Vision 2020)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경
제정책인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Eleventh Malaysia Plan)은 마하티르 총
리 재집권 이후 2018년 10월 수정되었다. ｢11차 말레이시아계획 중기검토
보고서(Mid-term Review of the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는 특히 성장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산
업 육성, 투자 촉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산ㆍ관ㆍ학 연계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채택, 디지털화 등을 추구하
고 가치사슬 고부가가치화,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화 및 혁신, 지식집
약 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및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농업 현대화 등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57) 말레이시아는 일찍부터 국가 주도로 할랄산업을 육성하
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1970년대 도입한 할랄인증제도, 2006년 설립한 할랄
산업개발공사(HDC), 2008년 수립한 ‘할랄산업 마스터플랜 2008~2020’ 등
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슬람 경제 생태
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이슬람 금융 및 할랄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로 평가받고 있다.58) 11차 중기검토보고서에서도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 전
략의 일환으로 할랄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할랄 전문가ㆍ기업 육성,
인증제도 강화, 프리미엄 할랄 제품 및 서비스 생산 등이 그것이다.59)
57) Ministry of Economic Affairs(Malaysia)(2018), pp. 15-1~15-26.
58) 말레이시아는 2018/19년 세계 이슬람경제지수(GIEI) 평가에서 1위로 평가되었다. Thomson
Reuters(201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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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의 중점 추진분야 변화
수정 후

수정 전 6대 전략목표
(6 Strategic Thrusts)
공정사회를 위한 포용성 향상
국민복지 개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가속

6대 축(Pillars)
공공서비스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
포용적 경제 발전 및 복지 개선

중점 추진분야
지배구조 개선, 청렴도 향상,
신중한 공공재정 관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포용성 제고, 국민복지 개선
지역경제 발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 추구

도시-농촌 간 격차 해소,
사바와 사라왁주 성장 촉진
노동시장 개혁, 노동효율성 및

지속가능성ㆍ복원력 제고를
위한 녹색성장

인적자원 역량 강화

생산성 제고, 양질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산학협력 강화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의

사회기반시설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번영 확대를 위한 경제성장
혁신

지배구조 강화,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위험 축소
업종별 성장과 구조개혁 강화,

경제성장 가속화

혁신 및 기술도입 가속화,
양질의 인프라 제공

자료: Ministry of Economic Affairs(Malaysia)(2018)를 토대로 작성.

말레이시아는 시대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Policy on Industry 4.0) ‘Industry 4WRD’를 2018년 10월 발
표하였다. ‘Industry 4WRD’는 △ 아태지역의 스마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
의 전략적 파트너 △ 첨단기술 산업의 메카 △ 첨단기술 토탈솔루션 제공자로
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디지털화와 Industry
4.0 도입을 통해 산업고도화, 고도인재 육성, 고용창출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60)

59) Ministry of Economic Affairs(Malaysia)(2018), p. 15-9.
60)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alaysia)(2018), pp.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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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말레이시아 Industry 4WRD의 2025년 목표

항 목

2016년 실적

2025년 목표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10만 6,647링깃

2016년보다 30% 향상

GDP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액

2,540억 링깃

3,920억 링깃

글로벌 혁신지수(GII) 순위

35위

30위

제조업의 고도숙련노동자 비율

18%

35%

자료: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alaysia)(2018), p. 42.

말레이시아는 일찍부터 정보화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국민차와 자동차 부품산업을 자체적으로 육성한 바 있다.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는 가치사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CT 서비스, 문화와
예술 등의 창조산업, 금융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오일가스 서비스, 관광,
유통과 할랄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61)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할랄산업과 이슬람 금융 역시 중점적으로 육
성하고자 하는데, 특히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자 한다. Industry 4WRD를
통해서는 촉매산업(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화학)과 고성장 잠재 산업(의료
기기, 항공우주) 등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였다(표 4-7 참고). 말레이
시아 정부는 자국기업의 GVC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흐름
의 원활화를 위한 통합교통시스템 개발, 국가경쟁력 증대를 위한 물류 및 무
역원활화 강화,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 물 서비스
개선, 에너지 공급 지속 등도 추진하고 있다.62)

61) Ministry of Economic Affairs(Malaysia)(2018), pp. 15-09~15-10.
62) Ministry of Economic Affairs(Malaysia)(2018), p.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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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말레이시아 Industry 4WRD의 중점 육성 산업

분야

세부 업종

전기전자

전자부품, 소비자 가전, 산업용 전자(Industrial electronics), 전기제품

기계 및 장비

특수ㆍ일반ㆍ발전 기계 및 장비, 공작기계

화학

의료기기

항공우주
기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ㆍ고무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함유화학제품(Oleochemical)
의료기기 소모품(Consumables), 외과 기계, 임상 장비, 임플란트, 헬스케어
기기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항공기 제조(Aero-manufacturing), 시스템 통합,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자동차, 교통, 섬유, 제약, 금속, 식품가공, 서비스

자료: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alaysia)(2018), p. 25를 토대로 저자 가공.

말레이시아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촉진법｣과 ｢소득세법｣
등을 통해 제조업, 농업, 항공우주, 바이오, 관광 등 많은 업종을 투자우대 분
야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할랄산업뿐만 아니라 ICT, 선박ㆍ수송기기산
업, 유아교육, 콜드체인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물류나 유통ㆍ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인증이나 최저자본금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비제조업
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미푸트라(Bumiputera) 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나,63)
최근 많이 완화되거나 철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EAN+1 FTA를 제
외하면,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 인도, 호주, 칠레, 터키 등
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에도 참가하였다.
2019년 현재에는 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63) 부미푸트라 정책은 말레이계를 비롯한 원주민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교육, 취직, 주거, 자본, 투자, 자산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みずほ銀行, みずほ總合硏究所(2019a),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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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말레이시아의 FTA 체결 동향(2019년 9월 기준)
발효

진행/교섭 중

일본(2006. 7), 파키스탄(2008. 1)
뉴질랜드(2010. 8), 인도(2011. 7), 호주(2013. 1)
칠레(2012. 2), 터키(2015. 8), CPTPP(2018. 12)

기타

EFTA(2014. 3~)

EU(보류)

한국

GCC(제안)

주: 아세안 회원국의 일원으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는 제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8c)를 토대로 수정ㆍ보완.

4) 미얀마
미얀마는 테인 세인(Thein Sein) 정부 이후 실질적인 개혁ㆍ개방, 민주화,
국제사회의 제재(sanction) 해제 등을 경험하였지만 2016년 아웅 산 수찌
(Aung San Suu Kyi) 정부 등장 이후로는 개혁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특
히 경제 분야는 정치나 사회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초기 개도국이고 농업중심 국가이지만 5,0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풍부한 자연자원 등을 배경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수찌 정부는 2016년 7월 경제개발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발표하였다. 12
대 발전과제로 공공재정 관리개선 및 확충, 국영기업 개혁ㆍ민영화 및 중소기
업(SME) 지원,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 및 전자정부시스템 마련, 고용 창
출, 농업과 경공업 간 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적 성장, 외자 유치 등의 민간부문
발전, 금융 개혁 및 안정, 지속가능한 개발, 조세제도 개혁, 지재권 보호 체계
구축, 글로벌 경제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64) 당시 이 개발정책에 대해서
는 방대한 내용임에 반해 실행수단,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공업을 비롯한 제조업보다는 농업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65) 이를 의식한 미얀마 정
64) Myanmar Information Management Unit(201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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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의 주요 목표와 세부 전략

기본
추진체계

목표

세부 전략
1.1 연방 차원의 평화 공고화 및 증진

1. 평화, 국민화해,
안보 및 굿거버넌스

1.2 지역균형발전
1.3 정의와 법치의 실현
1.4 선정과 제도적 성과 향상
1.5 시민 참여 증진 및 민관 소통 촉진

1.
평화ㆍ안정

2.1 효과적인 환율 및 국제수지 관리
2. 경제적 안정,

2.2 인플레이션 감소 및 금융안정성 유지

거시경제관리

2.3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를 통한 공공재원 확충

강화

2.4 재정건전성 강화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2.5 국영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3.1 농촌진흥과 농업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다각화
3.2 광공업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 지원, 중소기업 진흥

2.

3. 고용 창출,

번영ㆍ협력

민간주도 성장

3.3 투자환경 개선
3.4 교역부문 개혁, 역내ㆍ외 협력 강화
3.5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금융시스템 강화
3.6 경제 성장과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7 현대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창의성 및 혁신 지원
4.1 고등교육권 강화

4. 인적자원 개발,
사회 발전

4.2 의료제도 강화, 특히 보편적 의료보험 제공 목표
4.3 사회안전망 확대, 전 생애에 걸친 사회보장서비스 확대
4.4 안전식품, 균형식단의 안정적 공급
4.5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생산성 향상

3.
사람ㆍ지구

5.1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5.2 기후 복원성 향상과 저탄소 성장으로의 전환
5. 번영을 위한
천연자원 및 환경

5.3 안전하고 공평한 수자원 및 하수시설 이용
5.4 안정적 전력 공급
5.5 토지 거버넌스 정비,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산업 발전
5.6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Myanmar)(2018), pp. 5-61을 토대로 저자 재가공, 재인용: 정재완, 김미림
(2018), p. 7, 표 2 일부 수정.

65) 정재완, 김미림(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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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18년 2월 지속가능개발계획 2018~2030(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2018~2030)을 발표하였다. MSDP는 포괄적인 사회ㆍ
경제개발전략으로, 앞서 발표한 12대 발전과제뿐만 아니라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확대메콩유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개발,
AEC 등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하고 있다.66) MSDP는 포괄적인 데다가 보
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와 과제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수찌 정부는 전임 테인 세인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촉진계획
(FDIPP 2011/12~2030/31)을 발전시킨 투자촉진계획(MIPP: Myanmar
Investment Promotion Plan 2016/17~2035/36)도 발표하였다. MIPP는
투자법ㆍ제도 개선, 인프라 개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얀
마는 MIPP를 통해 2030년까지 중소득국으로 진입하고, 세계은행의 비즈니
스 수월성(Doing Business) 랭킹을 2020년까지 100위 이내, 2035년까지
는 40위 이내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세웠다.67) 미얀마는 2019년 디지털 경
제 로드맵(Digital Economy Roadmap)을 통해 지속가능개발과 디지털 경
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미얀마는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정부, 디지털
무역, 디지털 안보, 디지털 연계성, 디지털 혁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 정부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은 농업
이다. 농업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도 있지만 수찌 정부가 제시하는 각
종 경제정책이나 개발전략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분야가 농업이다.
MSDP는 농업의 낮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RVC, 더 나아가 GVC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업 분야 기반 조성과 농촌개발을 강조하고 있
다.68) 수찌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에 농업개발전략 및 투자계
66)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Myanmar)(2018), p. 4.
67)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2018), pp. Summary 1-2.
68)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2018), pp.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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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and Investment Plan)을 수립하
였다. 미얀마 산업부(MoI)는 2017년 섬유ㆍ의류, 식품 가공 및 포장, 플라스
틱 가공, 건설자재, 노동집약적 CMP(cutting, making, packing), 기계ㆍ
도구ㆍ부품, 화학, 타이어와 고무, 종이와 종이제품, 의약품을 단기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였다.69)
미얀마의 통상정책은 교역 확대와 외자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한동안 유지하던 수출제일주의를 테인 세인 정부의 개혁ㆍ개방과 교
역자유화를 통해 폐지하였다. 2015년 8월에는 수입제한방식을 네거티브 리
스트로 변경하였다. 다만 미얀마에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업
부 등록, 수입 라이선스, 수출실적(export earning)에 연동된 수입허가 등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수입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5% 이내로 낮으나, 대
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념의 상업세(commercial
tax)는 10~30%로 높다. 미얀마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해 2015년 ‘국가수출
전략 2015~2019(National Export Strategy 2015~2019)’의 일환으로 섬
유ㆍ의류, 수산물, 임산물, 고무, 콩류 및 오일 시드(oil seed), 관광, 쌀을 7
대 수출 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70) 2018년에는 추가로 과일, 귀금속, 디지
털 서비스, 수공예품, 가공식품 등을 추가로 수출 산업으로 선정하였다.71)
외국인투자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2017년 ｢신투자법｣에 근거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는 것과 2018년 5월 도소매 분야의 개방이다.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금지 업종은 112개이며 내국인과의 합작을 필요로
하는 업종도 22개가 있다.72) 최근 개방한 도소매 분야는 매장 면적과 지분에
따른 초기자본규모 등의 제한조건이 붙어 있다. 2018년 수립한 MIPP는 우
선 외자유치산업으로 섬유ㆍ의류와 같은 노동집약 수출 산업, GVC 참여 과
69) UNIDO and Ministry of Industry(Myanmar)(2017), p. 15.
70) みずほ銀行, みずほ總合硏究所(2019b), p. 15.
71) Lay Hmone(2019), p. 2.
72) みずほ銀行, みずほ總合硏究所(2019b),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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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는 상품제조산업, 고부가가치 수출지향산업, 글로벌 공급사슬상의 기
계조립 앵커기업 및 지원산업 등을 선정하고 있다.73) 미얀마는 MSDP를 통
해 교역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과 아세안 역내 및 세계와의 협력ㆍ연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표 4-10 참고). 이는 자국 산업과 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아세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FTA를 제외하면 미얀마의 FTA 정책은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10. 미얀마의 MSDP를 통한 GVC 참여 확대전략
목표

고용창출 및 민간 분야 주도 성장

전략

교역부문 추가 개혁과 역내 및 세계와의 협력ㆍ연계성 강화
고용창출효과가 큰 수출 가치사슬 수립 및 국가수출전략(NES)과 연계한 외국기업 및
바이어들과의 관계 구축
효율성, 통관 투명성, 교역ㆍ물류 서비스 개선, 무역통합진단연구(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의 관련 제언 이행
아세안무역기록관(ASEAN National Trade Repository) 포함 교역 및 세관 절차와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 포함 관세 합리화
수익 창출을 저해하지 않으며 효율적 관행을 촉진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입하는 혁신적인
지원 정책 및 법률 도입

행동

법제 내 격차 축소, 교역 관련 공공기관의 인센티브, 권한, 조직구조 검토를 통해 교역 증대 촉진

계획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감소, 국제 규범에 따른 통관, 미얀마 자동화물처리시스템(Myanmar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의 활용을 통한 통관비용 감소
GMS 국경간 운송 촉진 합의(Cross Border Transport Facilitation Agreement) 이행
노동자 보호, 사회규범 준수, 환경보호, 공중보건을 보장하며 비관세조치(NTM) 검토 및
필요에 따라 개혁
AEC 2025 통합전략행동계획(Consolidated Strategic Action Plans) 지속 이행
양자, 지역, 다자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역협상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정책 개발
서비스 규정 및 교역 원활화를 모두 충족하는 양질의 인프라 로드맵(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Roadmap) 개발 및 이행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Myanmar)(2018), pp. 32-33, 재인용: 정재완 외(2019), p. 71.

73)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2018),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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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리핀
필리핀 경제는 인구 1억 이상과 1,000만 명이 넘는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에 의한 민간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대외무역의존도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6% 이
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6월 등장한 두테르테
(Rodrigo Roa Duterte) 정부는 집권 초 지속적인 사회ㆍ경제성장을 위해
세제 개혁, 인프라 확충,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사회보장 강화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개항의 사회경제전략(Zero to Ten Socioeconomic
Agenda)을 발표하였다(표 4-11 참고). 이를 통해 두테르테 정부의 경제개발
이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연이어 두테르
테 정부는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PDP: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도 수립하였다. 필리핀은 PDP를 통해 2022년 상위중소
득국 진입, 빈곤감축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업률 감축, 인적자원 개발 확대,
혁신 드라이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74) 특히 PDP는 심화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농림수산업 성장, 국내외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및 서비
스업 성장, 인적자원개발 가속, 첨단 과학과 기술 및 혁신 활성화, 인프라 개
발 가속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의 경제정책 중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인프라 개발이다.
10개항의 사회경제전략과 PDP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강조한 두테르테 대통
령은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으로 ‘Build Build Build’를 발표하였다.
‘Build Build Build’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
출과 ODA 중심 사업 확대, 대표사업(flagship project)을 중심으로 한 인프
라 개발을 관리하는 팀 설립, 인프라 예산 확대와 예산집행률 개선 등을 강조
하고 있다.75) 필리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6년 동안 인프라 개선 분야에 약
74)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Philippine)(2017), p. 11.

144 ㆍ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표 4-11. 두테르테 정부의 10대 사회ㆍ경제 전략
① 재정, 금융, 통상정책 등 아키노 정권의 매크로 경제정책 계승 및 유지
② 물가에 연동한 선진적 세제 개혁과 효율적 징세 실시
③ 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외자규제 완화 등)
④ PPP 활용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출 확대(GDP 대비 5%까지 확대)
⑤ 농업이나 지방기업의 생산성과 지방의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개발이나 Value Chain 발전
촉진
⑥ 투자 촉진을 위한 토지소유권 안정성 확보와 토지관리 개선
⑦ 보건제도나 교육제도를 포함한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 업계나 민간분야의 필요성(needs)에 부응
하기 위해 기술교육이나 훈련 실시
⑧ 혁신과 창조적 능력 고양을 위한 과학, 기술, 창조적 예술 촉진
⑨ 조건부 현금지급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⑩ 「부모로서의 책임과 성(性)과 생식에 관한 건강(reproductive health)에 관한 법」의 추진 강화
자료: “Zero to 10-point agenda”(2017. 5.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3).

1,7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내세운 ‘포용적 혁신산업전략(i3S: Inclusive
Innovation Industrial Strategy)’을 들 수 있다. 2017년 발표된 i3S는 2012년
부터 추진한 통합국가산업전략(CNIS)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필요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ㆍ
농업ㆍ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가치사슬과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
다.76) i3S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2대 산업으로는 전기ㆍ전자, 자동차
및 부품, 항공 부품, 화학, 조선, 관광, 가구와 의류, 건설, IT BPO와 전자상거래
등이 있다(그림 4-1 참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은
2015년 5월 아세안의 경제통합 진전에 따른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자

75) 影山昇(2019), pp. 51~52.
76) 정재완(2019),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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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본격 육성하며 이를 통해 아세안 역내 자동차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부활전략(CARS:
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을 수립ㆍ시행하고 있
다. CARS는 최소 생산대수(6년간 단일모델 20만 대), 부품 현지생산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3개 자동차 모델에 대해 6년간 총 270억 페소(약 5억 3,000
만 달러)의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2019년 현재 도요타(Toyota)
와 미쓰비시(Mitsubishi) 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다.77)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외자 유치와
GVC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5월 제정한 ｢Ease of Doing Business법｣을 들 수 있다. 주로

그림 4-1. 필리핀 i3S의 구조와 12대 중점 육성 산업

자료: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Philippine)(2017), p. 15.

77) 정재완, 신민금(2017),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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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속기간 표준화, 신청용지 통일, 시스템 전자화, 정부공무원의 사전접촉
금지, 비즈니스 데이터은행 창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78) 또 하나는 외자규제와
관련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2~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2015년 5월에 10차 개정하였고 2018년 10월에 11차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필리핀은 투자우선계획(Investments Priorities Plan)을 통해 외국인투자 장
려업종을 밝히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제조업, 농림어업, 서비스업(반
도체설계, 항공기 보수 및 수리, 전기통신사업 등), 보건서비스, 공동주택, 인프
라와 물류, 혁신 드라이버, 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79)

필리핀은 현재 ASEAN+1(한, 중, 일, 호ㆍ뉴, 인도, 홍콩) FTA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EU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자간으로는 2008년 일본
과 EPA를 체결하였고 2019년 현재에는 유일하게 한국과 FTA 협상을 진행
하고 있다.

6) 태국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아세안의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이자
수출주도형 제조업 국가로 성장한 태국은 2000년대 들어 중소득국 함정
(middle-income trap)에 빠졌다.80) 이에 따라 최근 태국의 사회경제정책
은 대부분 중소득국 함정을 탈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추가적으로 디지
털 경제로의 전환,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가하고 있
다. 이러한 것을 대변하고 집대성한 전략이 Thailand 4.0이다.
태국은 2015년을 전후해 많은 사회경제개발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대표적
으로는 디지털경제사회개발 20개년계획, 혁신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
로 한 제12차 5개년(2017~2021)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ational Economic

78) 影山昇(2019), p. 53.
79) みずほ銀行, みずほ總合硏究所(2019c), p. 42.
80) 태국의 중소득국 함정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2017)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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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Thailand 4.0의 5대 의제
5대 의제
세계 일류 국가를 위한 Thailand
4.0 준비
기술 클러스터 및 미래 산업 개발

주요 내용
ㆍ 교육체계 개편
ㆍ 기술개발 프로그램 형성
ㆍ Thailand 1.0~2.0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ㆍ개선 전략
ㆍ 10대 신성장동력 산업 지정
(5 First S-curve와 5 New S-Curve)
ㆍ 전통 농부로부터 스마트 농부로의 전환

기업가 양성 및 혁신 주도 기업
네트워크 구축

ㆍ 전통 중소기업으로부터 스마트 중소기업으로의 전환
ㆍ 전통 서비스로부터 고부가가치 서비스로의 전환
ㆍ 스타트업 장려
ㆍ 경제구조 및 대내 시장체제 강화

18개 주 클러스터와 76개 주
메커니즘을 통한 대내 경제 강화

ㆍ 18개 주 클러스터를 위한 전략 및 가이드라인
ㆍ 지역 수준의 혁신 허브 형성
ㆍ 주정부 4.0 전략 계획

아세안과의 통합 및 글로벌
공동체와의 연계

ㆍ 세계 무역거점 및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위치
ㆍ CLMVT(아세안 내륙부)의 경제 통합
ㆍ 21세기 국제 비즈니스 모델 도입

자료: The Royal Thai Embassy in Washington, D.C.(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4), 재인용: 정재완
(2018b), p. 9.

and Social Development Plan), 신성장동력 10대 산업과 지역균형개발 및
국경지역경제특구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러스터전략, 수송인프라개발
전략(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Strategy) 2015~2022 등
을 들 수 있다.81) 이러한 정책들을 모두 통합한 것이 Thailand 4.0이고 이를
실행하는 핵심수단이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이
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 Thailand 4.0은 국가 전체를 디지털 및 스마트화로 전
환하고 이를 통해 중소득국 함정 탈출, 산업구조 고도화, 균형개발, 선진국으로
의 도약 등을 달성하려는 종합전략이다(표 4-12 참고). 그리고 EEC는 방콕 동
부 3주(촌부리, 차층사오, 라용)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으로, Thailand 4.0을
실현하기 위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육성과 집중투자가 필요한 점, 이미 공업
81) 정재완(2018b), p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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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가 형성되고 있어 개발의 효과가 큰 점,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접근성에 가
장 적합한 장소라는 점 등의 측면에서 채택되었다.82) 태국정부는 2017년부터
5년간 EEC 개발에 약 5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4대 핵심
개발 분야(인프라, 비즈니스/산업, 관광, 신도시)와 15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림 4-2. 태국의 EEC 개발 주요 내용

자료: Bonggot Anuroj(2018), p. 24.

82) 정재완(2018b),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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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이 Thailand 4.0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스마
트시티(Smart City) 개발과 인프라 개선이다. 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급
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 인프라에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8
년부터 시작된 스마트시티개발계획(Thailand Smart City Development
Plan)에 의하면, 태국은 2020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24개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00개 이상의 스마트시티를 설립할 계
획이다.83) 이와 함께 태국은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자국
을 아세안의 인프라 허브로 개발할 계획도 수립하였다. 수송인프라개발전략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Strategy) 2015~2022에 의하
면 태국은 2022년까지 약 100개 프로젝트에 1,3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84) 여기에 더해 EEC 개발을 위해서도 초기 5년 동안 약 270억 달
러를 투입해 168개 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이다.85)
태국은 기존의 전기전자, 자동차, 농림수산업, 관광 등에 Thailand 4.0을
통해 중기(First S-Curve)적으로는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전자, 의료/웰빙
관광, 농업/바이오기술, 미래형 식품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자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미래산업(New S-Curve)으로는 로보틱스, 항공/물류, 바이오 연료/화
학, 디지털, 의료 등을 선정하였다.86) 최근 태국정부는 이러한 10대 산업에
방산과 교육을 추가해 12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
께 EEC 개발을 위해서도 차세대 자동차, 항공산업, 로보틱스, 스마트전자,
첨단 석유화학, 바이오, 의료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ㆍ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통
상정책 또한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관세정
83) Smart City Thailand Office(2018), pp. 10-11.
84) Pailin Chuchottaworn(2018), pp. 6-8.
85) Pailin Chuchottaworn(2018), p. 20.
86) Bonggot Anuroj(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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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인데, 보호가 필요한 산업 중심으로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쿼터
제를 도입하고 있다. 태국은 외자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업종으로 43개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자장려업종으로는 7개 분야
100개 이상을 지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농업 및 농작물, 광업, 세라믹 및
기초금속, 경공업, 금속제품, 기계 및 수송기기, 전기ㆍ전자, 화학, 서비스 등
이 있다.87) 외자기업의 현지조달비율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규제를 가하지
는 않으나 현지조달률 향상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수입관세율 인상, 수입과징
금 부과, 부가가치세율 조정, 정부조달 시 국산품 조달 촉진 등을 동원하고 있
다. 태국은 비교적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개의 ASEAN+1
FTA를 제외하면 2019년 하반기 현재 태국이 발효 중인 FTA가 6개, 협상 중
인 FTA도 스리랑카를 포함해 3개가 있다. 태국은 CPTPP 가입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4-13. 태국의 FTA 체결 동향(2019년 9월 기준)
발효
인도(2004. 9), 호주(2005. 1)
뉴질랜드(2005. 7), 일본(2007. 11)
페루(2011. 12), 칠레(2015. 11)

진행/교섭 중

기타

파키스탄(2015. 9~),

바레인(중단), EFTA(중단),

스리랑카(2018. 7~), 터키

EU(동결), CPTPP(희망)

주: 아세안 회원국의 일원으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는 제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8c)를 토대로 수정ㆍ보완.

7) 베트남
도이머이(Doi Moi, 刷新)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추구한 베트남은
적극적인 개혁ㆍ개방 정책과 정부의 경제개발 의지, 외국인투자 급증 등을 배
경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소득국으로 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섬유ㆍ의
류,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였다. 베트남은 이
87) 日本國際協力銀行(2017b),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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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뒷받침하기 위해 10개년 장기개발계획인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
(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을 통해 사회주의 지
향의 시장경제제도 개선, 산업현대화 및 산업국가 기반 강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농업개발 확대, 인적자원 향상, 인프라 개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등
을 추진하고 있다.88) 특히 2016년 개최된 제12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는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의 경제정책을 위한 지침으로 성장모델
의 쇄신(Doi Moi)과 3개의 전략적 돌파구(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 정
비, 인재육성ㆍ인적자원 형성, 인프라 정비ㆍ건설)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고
도의 인재와 하이테크 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높은 수준의 국가 건설을 강조하
였다.89) 베트남은 특히 경제개발의 필수요소이자 GVC 참여를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표 4-14]와
같다.
급속한 산업화를 겪고 있는 베트남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2014년 6월
｢총리령 879(Decision No. 879/QD-TTg)호｣를 통해 2025년 산업발전전
략과 2035년 비전(Strategy on Vietnam’s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2025, with a vision toward 2035)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베
트남은 농기계, 조선, 자동차와 부품, 철강, 석유화학, 고무ㆍ플라스틱, 제약,
농림수산가공, 수출용 의류ㆍ신발의 원부자재, 통신장비, 전자부품, 산업용
소프트웨어, 원자력 등을 우선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비철
금속 및 신소재, 제약(백신), 패션의류와 고급신발, 전자의료기기, 재생에너
지 등도 육성할 비전을 제시했다.

88) 정재완 외(2019), p. 25.
89) みずほ銀行, みずほ總合硏究所(2019d), p. 19. 3개의 전략적 돌파구는 그동안 슬로건으로 이용되어 왔
으나 특히 이번 5개년(2016~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① 지적소유권 보증, 토지시장 정비,
분쟁해결 등의 조직 정비,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의 발전 ② 교육정책 전반의 구조개혁, 소수민족과
빈곤층 교육 확대, 직업훈련의 중요성 등 ③ 교통인프라와 도시인프라 정비의 중요성 등을 지적한 것으
로 보인다. 日本國際協力銀行(2017c),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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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베트남의 주요 수송인프라 개발계획

분야

주요 세부 계획
2030년까지 고속도로 21개 루트 6,411km 건설

도로

주변국, GMS, 더 나아가 아세안과의 연결루트 개선
남북 철도 개선(여객용 80~90km/h, 화물용 50~60km/h), 하노이와 호찌민 도시철도

철도

건설, 남북고속철도(1,570km, 표준궤 200~300km/h) 건설

내륙수로

4대강(홍강, 타이빈강, 티엔강, 하우강) 선박운항능력 개선
내륙항구 확충, 화물 및 여객부두 건설 등
락후옌(Lach Huyen) 심해항(10만 DWT 규모) 개발, 중부지방(후에, 다낭, 냐짱) 국제여

항만

객항구 개발, 까이멥-티바이(20만 DWT 규모) 항구 개발
여객운송능력 연간 1억 4,400만 명으로 확대

항공

롱탄(Long Thanh, 연간 1억 명) 국제공항 건설

MRT

하노이 MRT 9개 라인(400억 달러 규모)과 호찌민 MRT 라인 8개(180억 달러 규모) 건설

BRT

2030년까지 하노이와 호찌민에 최대 7개 라인 건설

자료: Le Tuan Anh(2019), pp. 4-24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15. 베트남의 2025년까지 산업개발 전략과 2035년 비전 우선 육성 산업

우선 분야

기간별 생산물 가치(%)

우선 산업 분야

우선 육성 방향

2010 2015 2025 2035

(~2025년)

(~2035년)

1) 농업부문 기계ㆍ장비
2) 조선
3) 자동차 및 부품
가공ㆍ
제조업

4) 철강
55.84 61.79 72.74 74.61 5) 석유화학
6) 고무ㆍ플라스틱

1) 비철금속 및 신소재
2) 제약(백신)
3) 패션의류와 고급신발

7) 제약(항생제, 보조제 및 비타민)
8) 농림수산 가공
9) 수출용 의류ㆍ신발의 원부자재
전자ㆍ
통신
신재생
에너지

10) 통신장비
3.54

6.80

7.54 10.75 11) 전자 부품

4) 전자의료기기

12) 산업용 소프트웨어
4.22

5.85

6.90

8.64 13) 평화적 사용을 위한 원자력

5) 재생 에너지(풍력, 태양열,
지열, 파력 에너지)

자료: Vanbanphapluat.co(2019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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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국기업의 GVC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
해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노
동력을 활용한 단순 임가공단계를 벗어나 높은 수준의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소재와 부품산업 육성계획이나 전략을 거의 매년 총리령이나 산업통상부장관
의 지시를 통해 수립하였다. 최근인 2017년에도 ｢총리령 68(Decision No.
68/QD-TTg dated January 18, 2017)｣을 통해 2016~2025 지원산업육성
프로그램(Program on development of supporting industries during
2016~2025)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지화율을 2020년까지
45%, 2025년까지 6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중점 육성할 지원 산업으로 전
자ㆍ기계공학 산업, 의류ㆍ섬유ㆍ가죽ㆍ신발 산업,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산
업 등을 선정하였다.90) 이와 함께 베트남은 종합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중점 육
성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에 따른 자동차 수요 급증과 AEC에 의한 아세안
역내 자동차 시장 개방 등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높은 전후방 연관효과를
활용할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발표된 ｢총리령 1168호
(Decision No. 1168/QĐ-TTg)｣는 ‘2025년까지의 자동차 산업발전전략과
2035년 비전(Strategy to develop automotive industry in Viet Nam by
2025, orientation towards 2035)’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목표를
2020년 22만 7,500대, 2025년 46만 6,400대, 2035년 153만 1,400대로 상
정할 뿐만 아니라 부품산업의 발전도 제시하고 있다.91) 베트남은 ‘2020년까
지의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과 2030년 비전(Decision No. 1211/QD-TTg
dated July 24, 2014, approval for development planning of Vietnam
automobile industry by 2020 with a vision to 2030)’도 제시했다. ｢총리
령 1211호｣는 자동차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자국이 세
계 자동차 생산 및 부품공급 네트워크에서 부품, 부분품 및 일부 고부가가치
90) 정재완 외(2019), p. 28.
91) Vanbanphapluat.co(2019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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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공급자(supplier)가 되기 위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고 있
다. 특히 베트남은 자동차와 부품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우위에
있는 차종에 대해서는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수출에도 적극 참여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분야 행동계획에 관한 총리령
(Decision No: 1829/2015/QĐ-TTg)｣, ｢지원산업 발전에 관한 시행령
(111/2015/ND-CP)｣, ｢자동차 산업발전계획ㆍ지원정책에 관한 총리령
(229/2016/QD-TTg)｣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92)
베트남은 개혁ㆍ개방 이후 세계경제 편입, 대외교역 확대, 외자유치 활성
화, FTA 확대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왔다. 베트남은 먼저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추구함과 동시에 수입자유화도 추구하였다. 베트남의 수입규제
중 눈에 띄는 것은 제조 후 10년을 초과한 중고기계와 설비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다. 다음으로 수입허가증과 자유판매증명서를 통한 수입규제도 일부 품
목에 대해 시행 중이다. 베트남은 통관자동화와 원활화를 위해 통관자동화시
스템(VNACCS: Vietnam Automated Cargo Clearance and Port
Consolidated System)과 국가통관단일화창구(National Single Window)
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무역원활화는 비용절감과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업
들의 GVC 참여를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베트남은 2015년과 2017년
｢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금지 분야와 조건부 투자 분야를 대폭 완화하였다.
베트남은 아세안이 추진한 ASEAN+1 FTA에 모두 가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EEU, CPTPP 등과도 FTA를 발효시켰다. 2019년 현재 EU와는 FTA 발효
를 앞두고 있고 이스라엘 및 EFTA와는 교섭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의
GVC 참여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92) 정재완(2019), p. 3.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ㆍ 155

표 4-16. 베트남의 FTA 체결 동향(2019년 9월 기준)
발효

진행/교섭 중

일본(2009. 10), 칠레(2014. 1)
한국(2015. 12), EEU(2016. 10)
EU(2015. 12 타결), CPTPP(2019. 1)

EFTA(2012. 5~)
이스라엘(2016. 3~)

기타

터키(제안)

주: 아세안 회원국의 일원으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는 제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8c)를 토대로 수정ㆍ보완.

나. 아세안의 산업별 수요 분석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GDP에서 농림수
산업과 광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비중 역시 빠르게 낮아지고 있
다. 반면 건설업,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업, 수송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은 인프라, 산업 및 상업 시설 건설붐과 관
련이 있어 보이며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업, 수송 및 보관업 등은 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많은 국가에서 관광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 반해 인도네시
아에서는 관광업과 관련이 있는 숙박 및 음식 서비스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
의외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변화, 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 스마트시티 개발 등을 추진하고 경제가 지속 성장함에 따라 건설
업,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업, 수송 및 보관,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등의 성
장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식
화함에 따라 건설업, 정보통신 등의 추가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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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기준 산업별 GDP 비중 추이(2007~18년)
(단위: %)

구분

2007

2013

2018

농림수산업

13.72

13.36

12.81

광업

11.15

11.01

8.08

제조업

27.05

21.03

19.86

전기, 가스, 증기 등

0.76

1.03

1.19

물 공급, 하수도, 쓰레기 관리 등

0.12

0.08

0.07

건설업

7.72

9.49

10.53

도소매, 자동차 수리업

11.86

13.21

13.02

숙박 및 음식 서비스

3.13

3.03

2.78

수송 및 보관

3.80

3.93

5.37

정보통신

2.89

3.57

3.77

금융 및 보험

3.56

3.88

4.15

부동산

2.79

2.77

2.74

전문, 과학, 기술, 행정 및 지원서비스

1.38

1.51

1.80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교육

5.20

3.90

3.65

3.22

3.25

1.01

1.06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1.77

예술, 오락, 여가

0.29

기타 서비스 활동

2.82

1.47

1.81

전체 GDP

100.0

100.0

100.0

자료: ADB(2019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중 석탄ㆍ석유정제 분야의 비중 축소
가 눈에 띈다.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천기술이 부족
한 데다가 외국인투자 역시 부진한 것이 배경이다. 반면 2018년 현재 제조업
의 1/3가량을 식음료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인구 2억
6,500만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소득 역시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자동
차 분야 비중은 정체되어 있고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섬유ㆍ의류는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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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있다. 화학ㆍ의약품 분야와 담배가 제조업에서 8%대와 4%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이채롭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변화, 4차 산업혁명 추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스마트시티 건설, 이슬람 경제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일
본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
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할랄식품을 포함한 식음료 분야, 화학, 기초금속, 금
속가공ㆍ컴퓨터ㆍ전자제품 등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8.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기준 세부 업종별 제조업 구조(2010~18년)
(단위: %)

구분

2010

2015

2018

석탄, 석유, 정제

15.46

13.26

11.27

식음료

23.83

26.75

31.47

담배

4.45

4.49

4.48

섬유, 의류

6.37

5.76

5.72

가죽, 신발

1.30

1.30

1.42

나무, 목재제품

3.75

3.22

2.84

종이, 인쇄

4.49

3.63

3.45

화학, 의약품

7.56

8.67

8.13

고무와 플라스틱

4.41

3.55

3.14

비금속광물

3.37

3.45

3.16

기초금속

3.60

3.73

3.78

금속, 가공, 컴퓨터, 전자, 제품 등

8.64

9.37

8.74

기계, 장비

1.57

1.54

1.62

수송, 장비

8.88

9.12

8.86

가구

1.33

1.30

1.20

기타

1.00

0.85

0.72

자료: Bank Indonesia(2015), p. 281과 Bank Indonesia(2019), p. 191을 토대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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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에서 일찍부터 산업화를 시작한 말레이시아의 광
업과 제조업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 낮아지고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업, 건설
업, 정보통신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심이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고 과거와 달리 제조업 분야에 대한 FDI가 활발
하지 않은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ICT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인프
라를 적극 개발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특
히 이슬람 경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 지역개발, 자동차 산업
표 4-19. 말레이시아의 부가가치 기준 산업별 GDP 비중 추이(2007~18년)
(단위: %)

2007

2013

2018

농림수산업

구분

9.99

9.11

7.54

광업

13.28

10.16

9.28

제조업

26.12

22.84

21.56

2.18

2.08

0.52

0.53

전기, 가스, 증기 등

2.38

물공급, 하수도, 쓰레기관리 등
건설업

2.82

도소매, 자동차 수리업

14.33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수송 및 보관

6.46

정보통신

4.19

4.85

14.38

16.38

2.78

3.48

3.42

3.65

5.02

5.55

금융 및 보험

7.11

6.30

부동산

1.42

1.53

12.15

전문, 과학, 기술

1.80

2.13

0.86

0.97

6.95

8.82

8.13

0.75

0.81

4.63

0.66

0.73

2.93

3.31

100.0

100.0

100.0

행정 및 지원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예술, 오락, 여가, 기타 서비스 활동
전체 GDP

자료: ADB(2019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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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등과 소득 증대에 따라 건설업, ICT, 금융,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업 등
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201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자부품 및 회로,
통신장비, 소비자가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유, 화학 및 화학제품
(의약품 포함), 자동차 및 수송장비, 식료품 가공 및 음료수 순으로 비중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찍부터 공업화를 추진하였고 특히 전기전자와 자
동차를 집중 육성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산유국임에도 정유 분야의 비중

표 4-20. 말레이시아의 부가가치 기준 세부 업종별 제조업 구조(2010~16년)
(단위: %)

구분

2010

2014

2016

채소 및 동물성 기름

4.68

4.89

4.35

식료품 가공 및 음료수

6.29

6.51

6.96

담배

1.59

1.53

1.60

섬유 및 의류

1.59

1.37

1.48

목재

2.44

2.34

2.64

종이 및 인쇄

2.47

2.24

2.37

정유

14.56

15.08

11.79

화학 및 화학제품, 의약품

10.93

11.53

11.59

고무 및 플라스틱

5.98

6.03

6.03

비금속광물

3.59

3.73

4.00

기초금속

3.33

2.73

2.56

금속가공

4.43

5.50

5.54

기계 및 장비

2.94

2.97

3.10

컴퓨터와 보조기기

3.19

1.77

1.70

전기장비

1.77

1.72

1.76

전자부품 및 회로, 통신장비, 소비자가전

17.24

16.95

19.54

의료 및 광학장비

1.42

1.17

1.31

자동차 및 수송장비

9.29

9.91

9.48

기타

2.26

2.02

2.17

전체

100

100

100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Malaysia)(2017), pp. 15-16을 토대로 저자 작성.

160 ㆍ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이 낮아지는 것이 이채롭다.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식료품 가공 및 음료수
업종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증가추세에 있다.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은 정부
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에 따라 전자 및 통신부품, 자동차 및 수송장비, 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등의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 미얀마
농업국가로 분류되는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최근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
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최근 빠르게 낮아져 2017년 현재 23%를 기록한 반면, 개혁ㆍ개방 이
후 활발한 외자유치를 배경으로 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다(표
4-21 참고).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업의 호황, 자원개발로 인한 광업 부문 성
장, 도소매와 숙박 및 음식서비스, 수송과 정보통신 부문의 지속 성장도 주목
할 만하다.

표 4-21. 미얀마의 부가가치 기준 산업별 GDP 비중 추이(2007~17년)
(단위: %)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2007

2013

2017

43.32

29.53

23.33

0.88

5.98

4.78

14.89

19.92

23.85

전기, 가스, 증기, 물공급, 하수도, 쓰레기관리 등

0.81

1.20

1.33

건설업

3.83

5.27

6.32

도소매, 자동차 수리업, 숙박 및 음식서비스

21.06

19.21

20.77

수송 및 보관, 정보통신

11.92

13.51

13.03

금융 및 보험

0.07

0.20

0.33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1.59

2.90

3.23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예술, 오락, 여가, 기타 서비스 활동

1.62

2.28

3.01

100.0

100.0

100.0

전체 GDP
자료: ADB(2019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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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가 개혁ㆍ개방을 지속하고 경제개발을 본격화한다면 산업구조의 변
화가 예상된다. 특히 FDI가 많이 유입되는 업종이나 정부의 중점 육성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는 제조, 건설, 도소매, 유통과 물
류, 금융 및 보험, ICT,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데이터 부재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93) 향후 미얀마의 제조업은 동아시아, 특히 아세안 선발 공업국(인도
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유사한 구조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에 따라 미얀마의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ㆍ의류, 식료품 가공, 기계 및 수송 장
비, 건설 및 건축 자재 등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4) 필리핀
필리핀의 산업구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현재 첫 번째와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는 점이다. 경제구조가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도소매ㆍ자동차수리업, 부동산(전문, 과학, 기술 등 포함)을 비롯
한 지원서비스, 금융 및 보험, 건설업의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다.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쇼핑, 식사, 오락, 회의 등을 모두 향유하는 몰
링(Malling) 문화가 발달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최대 산업으로 성장한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가 부동산을 비롯한 지원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필리핀 경제가 내수, 특히 민간소비 위주인 점을 감안하면 도소매ㆍ자
동차수리업, BPO가 포함된 부동산(전문, 과학, 기술 등 포함)을 비롯한 지원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등의 성장이 여타 산업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두테르테 정부의 인프라 확충 노력에 힘입어 건설업의 빠른 성장도 기대된다.
93) 세계은행에 의하면 2013년 현재 미얀마의 제조업은 섬유ㆍ의류가 23.0%, 식음료 및 담배가 5.3%, 기
계 및 수송 장비가 3.6%, 화학이 1.4%, 기타 제조업이 66.6%로 이루어져 있다.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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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필리핀의 부가가치 기준 산업별 GDP 비중 추이(2007~18년)
(단위: %)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2007

2013

2018

12.50

11.25

9.28

1.36

1.00

0.84
19.05

22.74

20.41

전기, 가스, 증기 등

3.19

2.91

2.65

물공급, 하수도, 쓰레기관리 등

0.50

0.56

0.51

건설업

5.30

6.27

7.73

17.10

17.94

18.53

숙박 및 음식서비스

1.61

1.68

1.84

수송 및 보관

3.78

3.50

3.57

도소매, 자동차 수리업

정보통신

3.69

2.81

2.34

금융 및 보험

6.52

7.67

8.38

10.17

11.91

12.78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3.91

4.21

4.52

교육

4.24

3.89

4.02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1.41

1.48

1.69

예술, 오락, 여가

1.39

1.93

1.71

부동산, 전문, 과학, 기술, 행정 및 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활동
전체 GDP

0.59

0.57

0.54

100.0

100.0

100.0

자료: ADB(2019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필리핀 제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식품가공업이 전체 제조업(부가가치 기
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 여기에다 음료수를 포함하면 2017년 현재 제조업의 51%를 차지할 정도
다. 인구 1억 이상의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GDP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송금이 대부분 소비시장으
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는 화학 및 화학제품의 가파른
성장이 눈에 띈다. 필리핀 수출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라디오, TV, 통신
장비ㆍ기구의 비중 축소와 섬유ㆍ의류와 정유ㆍ연료제품의 침체도 두드러지
고 있다. 필리핀 제조업의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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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식료품 가공, 두테르테 정부가 중점적
으로 추진하는 인프라 개선과 자동차 산업 부흥과 연계된 건자재와 자동차ㆍ
부품 등의 성장이 여타 산업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3. 필리핀의 부가가치 기준 세부 업종별 제조업 구조(2007~17년)
(단위: %)

구분

2007

2013

2017(p)

38.02

44.67

47.07

음료

3.44

3.70

4.18

담배

0.68

0.30

0.30

섬유, 의류

6.89

5.08

3.76

신발 및 가죽

0.52

0.45

0.42

목재 및 목제품

1.44

0.77

0.75

식품 가공

종이 및 인쇄

1.70

1.26

1.86

정유 및 연료제품

7.14

5.82

4.71

화학 및 화학제품

5.80

11.50

12.47

고무 및 플라스틱

1.33

1.31

1.18

비금속광물

2.30

2.74

2.41

기초금속

2.70

2.03

2.28

금속가공

1.08

0.81

0.97

기계 및 장비

1.45

1.10

1.15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1.28

0.95

0.84

전기 기계 및 기구

2.07

1.52

1.39

16.73

11.56

10.29

라디오, TV, 통신장비 및 기구
수송장비

1.71

1.43

1.74

기타 제조업

3.72

2.99

2.19

100.0

100.0

100.0

제조업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2018), pp. 3-19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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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국
태국에서 GDP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이다. 아세안 내 최대
제조업 생산국으로서의 위치를 실감할 수 있다. 식음료, 자동차, 전기전자,
자원을 활용한 정유, 화학, 플라스틱 등이 발달한 결과다. 다만 최근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다음으로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도소
매ㆍ자동차수리업인데, 아세안 내 발달한 도소매업과 아시아의 디트로이트
를 표방할 만큼 발달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그 배경이다. 태국은 금융 및 보
험업, 숙박 및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동차를 비롯한 상품 판매와 관련해 발달한 금융, 연간 3,000만 명 이상의 외
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활기찬 의료 및 관광 등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국정부
의 전략적인 육성을 바탕으로 스마트산업, 의료 및 관광, 자동차 관련 산업,
금융 및 보험, 인프라 개발 분야 등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의 비중을 자랑하는 제조업 역시 비중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최대 산업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고 세계적인 농림수산품의 수출국 지위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나 스마트시티 개발 등과 연계된 정보통신업
의 발전 가능성 역시 커 보인다.
태국 제조업의 첫 번째 특징은 세계적인 농수산식품 수출국답게 식음료가
제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 역시 20%를 넘게 유지하
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 제조업의 다음 특징으로는 자원을 활용한 코크스 및
정유,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업종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성장속도가 다른
업종보다 빠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태국이 주변국에 비해 자원정제산업이
발달해 자체 생산한 원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원도
정제하고 있다. 고무가 많이 생산되는 것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세 번째로는
일본 투자를 배경으로 빠르게 성장한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급속히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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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기전자 분야 외자기업들의 아세안 내 생산거점
재배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네 번째는 아세안 내에서 최대 생산 및 수출을
담당하는 자동차 분야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섬유ㆍ의류의 비중이 2007년 8.18%에서
2017년에는 4.80%로 낮아진 것을 들 수 있다.

표 4-24. 태국의 부가가치 기준 산업별 GDP 비중 추이(2007~18년)
(단위: %)

구분

2007

2013

2018

농림수산업

9.35

11.32

8.11

광업

3.15

3.84

2.57

30.59

27.59

26.77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등

2.45

2.43

2.65

물공급, 하수도, 쓰레기관리 등

0.34

0.37

0.42

건설업

2.90

2.67

2.52

13.94

13.39

15.94

숙박 및 음식 서비스

6.17

5.37

5.82

수송 및 보관

2.28

2.25

2.36

정보통신

3.06

3.66

5.61

금융 및 보험

5.43

6.75

7.32

부동산

3.12

2.47

2.45

도소매, 자동차 수리업

전문, 과학, 기술

2.00

2.07

1.78

행정 및 지원서비스

1.74

1.82

1.60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5.84

5.93

5.85

교육

3.85

4.09

3.98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1.80

1.94

2.13

예술, 오락, 여가

0.41

0.51

0.63

기타 서비스활동

1.38

1.36

1.32

100.0

100.0

100.0

전체 GDP

자료: ADB(2019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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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태국의 부가가치 기준 세부 업종별 제조업 구조(2007~17년)
(단위: %)

구분
식음료

2007

2013

2017(p)

18.24

21.93

21.06

담배

1.53

1.69

1.02

섬유, 의류

8.18

5.50

4.80

가죽

1.57

1.12

1.08

목재 및 목제품

1.09

1.08

1.13

종이 및 인쇄

2.20

1.76

1.60

코크 및 정유제품

8.28

6.65

10.50

화학 및 의약품

7.98

8.69

9.49

고무 및 플라스틱

6.75

7.04

7.81

비금속광물

4.21

4.26

3.52

기초금속

2.76

1.84

1.62

금속가공

3.48

2.84

3.05

12.64

9.69

9.11

전기장비

4.00

4.64

4.61

기계 및 장비

4.15

4.26

4.21

자동차

6.28

9.48

8.14

기타 수송장비

2.24

2.44

2.59

가구

1.03

0.90

0.84

기타 수송장비

3.36

4.14

3.77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기타 제조업
제조업

0.04

0.04

0.04

100.0

100.0

100.0

자료: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s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검색일: 2019. 10. 9)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태국의 제조업 중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업종으로는 정유,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등을 꼽을 수 있다. 식음료와 컴퓨터ㆍ전자제품은 성장속
도는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여전히 최대 업종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 외에도 발달한 제조업을 뒷받침할 각종 기계 및 장비업 역시 성장세
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분야는 태국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거
나 이들과 관련성이 있는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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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
베트남이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구
조 역시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함에 따
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현재 제조업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활발한 외국인투자를 활용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도소매ㆍ자동차수리업과 광
업이고 활발한 인프라 개발을 배경으로 한 건설업 역시 전체 산업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전기ㆍ가스ㆍ증기, 교육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전기ㆍ가스ㆍ증기와 교육은 빠른 상승세를 타고 있고
부동산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이채롭다. 베트남의 이러한 산업
구조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다. 대표적인 것
으로 인프라 개발과 소득수준 향상과 관련이 있는 도소매와 관광(숙박 및 음
식서비스), 인프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건설업과 수송ㆍ보관, 디지털 경제로
의 전환과 연계된 정보통신 등이 그것이다. 금융 및 보험 역시 빠른 성장이 예
견된다. 최대 산업으로 부상한 제조업 역시 활발한 외자유치와 현지 민간기
업의 성장으로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현재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품ㆍ음료ㆍ
담배다. 이는 주변 아세안 국가와 비슷한 경향으로 소득 증대와 인구 1억에
가까운 내수시장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는 수천 개의 외자기업이 진출해
베트남을 세계적인 생산국가로 부상하게 한 섬유ㆍ의료ㆍ가죽이다. 다음으
로 전기전자 제품으로 대변되는 통신장비(컴퓨터와 오피스장비 포함)와 가전
제품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금속 역시 제조업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에 아세안 최대이자 세계 18위의 생산능력을
구비한 조강(粗鋼)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난 5년간 베트남 제조업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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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베트남의 부가가치 기준 산업별 GDP 비중 추이(2007~18년)
(단위: %)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2007

2013

2018

18.66

19.98

16.31

8.96

12.24

8.18
17.77

19.38

14.84

전기, 가스, 증기 등

3.22

3.58

5.03

물공급, 하수도, 쓰레기 관리 등

0.56

0.56

0.56

건설업

6.39

5.71

6.48

12.32

10.53

12.08

숙박 및 음식서비스

3.61

4.17

4.20

수송 및 보관

3.14

3.18

3.00

정보통신

1.11

0.77

0.76

금융 및 보험

5.28

6.05

5.92

부동산

6.68

5.88

5.09

도소매, 자동차 수리업

전문, 과학, 기술

1.36

1.47

1.39

행정 및 지원서비스

0.41

0.42

0.41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2.51

2.93

3.01

교육

2.79

3.26

4.07

보건 및 사회복지활동

1.28

1.82

3.04

예술, 오락, 여가

0.66

0.66

0.65

기타 서비스활동

1.52

1.79

1.89

100.0

100.0

100.0

전체 GDP

자료: ADB(2019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인 업종이 정밀 및 광학기기, 통신장비, 가전제품, 기초
금속, 기타 전기장비, 자동차 및 부품 등이다. 모두 외국인투자가 활발해 베트
남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도운 업종들이다. 베트남 제조업은
향후에도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기초금속, 비금속광물, 목재
및 목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 중간재 업종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니와
베트남의 GVC 참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베트남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자동차 및 부품, 전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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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ㆍ음료ㆍ담배와 통신장비, 외자 유치가 활발하고 고부가가치화가 진행 중
인 섬유ㆍ의료ㆍ가죽, 가전제품 등도 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표 4-27. 베트남의 부가가치 기준 세부업종별 제조업 구조 변화 및 전망
(단위: %)

구분

비중(2018년)

(2014~18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
(2019~23년)

연평균 성장률

소비자 비(非)내구재

33.4

7.3

6.9

식품, 음료, 담배

18.6

6.3

7.0

섬유, 의류, 가죽

10.2

11.0

7.0

비누, 세제 등
소비자 내구재
가전제품
가구제조

3.3

4.0

6.3

13.5

15.8

7.5

9.3

21.1

7.4

3.1

7.2

6.9

27.5

12.3

8.8

2.0

12.3

7.6

펄프 및 종이

1.8

10.7

6.1

코크스 및 정유제품

3.6

8.7

6.4

고무 및 플라스틱

3.5

7.0

7.6

비금속광물

4.3

9.9

8.4

기초금속

7.3

20.6

13.2

중간재
목재 및 목제품

기타 전기장비

3.1

17.7

6.0

25.6

15.7

5.7

보일러, 탱크 등 금속제품

5.2

8.9

6.5

컴퓨터, 오피스장비, 통신장비

9.8

21.2

7.0

정밀, 광학기기

4.7

28.4

6.4

자동차 및 부품

2.1

16.3

2.5

투자재

기타 수송장비
전체 제조업

2.9

6.0

0.8

100.0

11.6

7.2

자료: Oxford Economics(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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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가.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1) ‘메이크 인 인디아'와 투자활성화 정책
2014년에 이어 2019년 재집권에 성공한 모디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제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도가 중국을 이은 제조업 허브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산업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이니셔티브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로, 섬유, 식품가
공, 기계, 전자, 항공, 자동차 및 부품 등 총 2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
표 4-28. 메이크 인 인디아 육성 산업
수정 전

수정 후

구분

업종

노동집약적

섬유ㆍ의류/가죽ㆍ신발/보석/식품

산업(4)

가공

구분
15개 제조
분야
(Department
Of Industrial

자본재 산업(4) 기계/전자ㆍ전기기기/수송/광업기기

Policy &
Promotion(DI
PP)담당)

항공/항만/IT 하드웨어/통신기기/
전략 산업(11)

방산기기/태양에너지/신재생에너
지/철도/도로, 고속도로/관광,
의료/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경쟁력 보유
산업(6)

자동차 및 부품/바이오기술/제약
/IT & BPM/우주산업/건강

업종
항공 우주 및 방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약품 및 의료
기기/생명 공학/자본재
/섬유 및 의복/화학 및 석유
화학/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ESDM)/가죽 및 신발류/식품
가공/보석/해운/철도/건축/
신재생 에너지
정보 기술 및 정보 기술 지원

12개 서비스

서비스(IT 및 ITeS)/관광 및

분야

호텔 서비스/의료 관광/운송 및

(Department

물류 서비스/회계 및 금융

of

서비스/시청각 서비스/법률

Commerce

서비스/커뮤니케이션 서비스/건축

담당)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환경
서비스/금융 서비스/교육 서비스

자료: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p. 50; DIPP,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ru58.pdf(검색일: 2019.
10.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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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인도 주요 경제정책과 목표
구분

비전 및 목표
▪ 연간 12~14% 제조업 성장률 달성
▪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현 16%에서 25%까지 확대
▪ 2022년까지 제조업 부문 일자리 1억 개 창출

메이크 인 인디아 ▪ 포괄적 성장을 위한 도심 빈곤자 및 농촌 이주자들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
▪ 제조업 부문 기술발전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제조업 부문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 세계 인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스킬 인디아

▪ 평생교육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사회 발전
▪ 기업가정신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 정보격차 완화와 디지털 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사회로의 이전
▪ 2020년까지 전자제품 순수입 0(제로) 달성
▪ 직업교육 및 100만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디지털 인디아

▪ 2019년까지 25만 개 마을에 브로드밴드 구축
▪ 스마트폰 보급률 100% 달성 및 무선망 전국 보급
▪ 전자정부 및 전자서비스(eKranti) 제공, 보건, 교육, 금융서비스 등의 온라인화
▪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자료: 조충제 외(2018b), pp. 13~22.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도정부는 2018년 이를 15개의 제조업과 12개 서비
스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수정했다. 인도정부는 주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별로 발전방안과 기금조성, 클러스터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책을 마
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州)별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경쟁적으로 산업
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메이크 인 인디아’는 ‘스킬 인디아(Skill India)’, ‘디지털 인디아
(Digital India)’,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등의 다른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산업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인도정
부는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과거
부처별로 추진하던 각종 인력양성 및 교육, 기술개발정책 등을 통합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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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1월 직업능력개발창업부(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를 신설해 ‘스킬 인디아’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94) 주요 육성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과 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전략적으로 디지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친기업적 성향이 강하고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인도정부는 투자환
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FDI) 개방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
치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세제 개편, 통관 간소화, 창구 단일화, 온라인 절차
확대, 물류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의 결과 월드뱅크의 기업환경 순위가 DB2015 142위에서 DB2020 63위로

표 4-30. 인도 기업환경 지표(세계은행 Doing Business)
부문

DB2015

DB2020

변화

종합순위
창업

142

63

79↑

158

136

22↑

건축 인허가

184

27

157↑

전기 공급

137

22

115↑

재산권등록

121

154

33↓

자금 조달

36

25

11↑

소액투자자보호

7

13

6↓

세금납부

156

115

41↑

통관행정

126

68

58↑

법적분쟁해결

186

163

23↑

퇴출

137

52

85↑

주: DB2015, DB2020의 조사대상국은 각각 189개, 190개임.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검색일: 2019. 11. 4).

94) 조충제 외(2018b),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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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했다. 한편 인도의 대부분 제조업 분야는 이미 100% 투자개방이 되어 있
는 상황으로 최근 인도정부는 외국인투자 제한이 있던 국방, 의료기기 등 일
부 제조업과 유통, 방송, 금융, 소매업 등의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투
자한도를 완화하고 정부승인을 대부분 자동승인으로 변경하는 등 투자절차
를 개선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인도정부는 GVC 참여 확대에 방점을 둔 새로운
산업정책을 준비 중으로, 이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
책적 노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95)

2) 통상정책
OECD(2014), OECD(2017)에도 나타나 있듯이 GVC 참여 확대는 인도
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도정부는 GVC 참여를 확
대하기 위해 △무역장벽 완화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 병목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96) 특히 인도정부는 5년마다 발표하는
5개년 대외통상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97) 가장 최근의 대외통상정책은 FTP 2015~202098)로, △상
품 및 서비스 수출증진제도 개선 △‘메이크 인 인디아’ 확대 △무역원활화 및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FTP 2015~2020은 인
도가 세계 무역의 중요한 참여자이자 세계 무역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2013~14년 4,659억 달러의 수출규모를 2019~20년 9,000억
95) livemint(2019. 1. 13), 온라인 자료(검색일:2019. 7. 7).
96) OECD(2017)는 GVC 참여 확대가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를 위해 인도정부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였으며(pp. 16-18),
OECD(2014)는 인도가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면 거래비용을 15%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거래비용 감축은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p. 1).
97) UPA 정권(2004년 5월) 출범 후 인도 상공부는 수출-수입정책(Export-Import Policy)을 수정ㆍ보
완해 2004년 8월 첫 번째 대외통상정책 5개년계획(2004~2009)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에 대외통
상정책 2009~2014를 발표했다. 이정미(2015),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4).
98)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FTP 2015~2020 중간개정(midterm review)을 발표했으나, 전체적인 방
향성은 FTP 2015~2020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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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99) 한편 인도정부의 FTP 2015~
2020은 2014년에 발표되었어야 하지만 모디 정부 수립과 맞물려 1년간 지
연되었는데, 이는 모디 정부의 핵심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주요 경
제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함이었다.100) 한편 인도정부는
WTO의 무역원활화 이행을 위해 국가무역촉진위원회(NCTF: National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를 설립하면서 GVC 참여 확대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다.
표 4-31. 인도 5개년 대외통상정책 2015~2020의 주요 내용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세부내용
▪ 과거 복잡했던 5개의 상품수출진흥제도를 MEIS 제도로 통합, 서비스수출제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진흥제도
개선

(SFIS)는 SEIS 제도로 변경
-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MEIS): 핵심교역시장,
핵심교역상품 등에 수출 보조금 지급
- Services Exports from India Scheme(SEIS): 회계, R&D, 설계 등
사업서비스, 통신 및 운송, 교육, 친환경 서비스 등 분야에 보조금 지급
▪ SEZs에 속한 외국인투자 기업에도 MEIS와 SEIS의 혜택 제공

‘메이크 인
인디아’ 확대

▪ 수출촉진자본재 저관세 제도(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에 따른 90%의 수출의무를 75%까지 축소
▪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수출에 대해 MEIS 제도하에서 높은 보조금 지급

무역원활화 및 ▪ 서류 온라인 신청, 수출 승인 시 온라인 부처 간 협의 등 E-거버넌스 강화
기업환경 개선 ▪ 서류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
▪ 전자 상거래의 수출활용, 방위산업 수출장려
기타

▪ 품질 불만 및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CQCTD: Committee on Quality
Complaints and Trade Disputes) 설립
▪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관세(DFTP: Duty Free Tariff Preference) 연장 등

주: 인도 현지 언론에 의하면 수출진흥제도의 변화를 포함한 새로운 대외통상정책이 발표될 예정.
자료: 이정미(2015),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4) 재인용.

99)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2017), p.1.
100) 이정미(2015),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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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는 FTA 정책에 있어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2000년대 10개 이상 체결했던 지역무역협정은 모디 정부 이후 단 한
건도 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관
세도치(Inverted Duty)101) 문제를 가치사슬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102)
한편 인도는 국내 제조를 도모하면서 GVC 편입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
로 관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조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원
자재(중간재)와 자본재의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고 있으며, 관세도치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또한
지속하고 있다.103) 특히 인도정부는 인도 내 부품 제조를 확대해 GVC 참여
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인도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이 수입하는 중간재에 높
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율이 조정되고 있다. 휴대전화 및 전기자
동차 분야의 경우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PMP: Phased Manufacturing
Programme) 도입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계적 제조 프로그
램의 목적은 주요 부품의 관세 인상을 미리 고지, 주요 부품기업의 인도 내 생
산을 도모하는 데 있다. 2015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일부 휴대전화 부품
의 관세 인상을 발표했으며, 이후 휴대전화 부품에 대한 단계적 제조 프로그
램을 도입해 휴대전화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다.104) 인도가 관세를 인
상한 부품에는 인도가 1997년 가입한 ITA에 따라 그동안 기본 관세율이 0%
였던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105) 한편 인도 중공업부는 2019년 3월 자동차

101) 관세도치 문제란 중간재 부품의 관세가 완제품의 관세보다 높아 국내제조 대신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102)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2017), p. 40.
103) MINISTRY OF FINANCE Union Buget 웹사이트(검색일: 2019. 8. 8).
104)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17. 4. 28), 보도자료(검색일: 2019.
8. 10).
105)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는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장비 등 203개 정보
기술(IT)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다자간 협정이다. 송영철(2017),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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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106)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전기자동
차 생산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동안 0~5%였던 전기자
동차 부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2021년 4월에 15%로, 5%였던 리튬이온셀
(lithium-ion cells)에 대해 10%로 인상할 예정이다.107)

표 4-32. 휴대전화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PMP) 관세인상 계획 및 진행 현황
연도

대상 부품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진행 현황
기본관세 15%

(i) Charger/ Adapter, (ii) Battery Pack, (iii) Wired Headset

적용

(iv) Mechanics, (v) Die Cut Parts, (vi) Microphone and

기본관세 15%

Receiver, (vii) Key Pad, (viii) USB Cable

적용

(ix)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CBA), (x) Camera

기본관세 10%

Module, (xi) Connectors

적용

(xii) Display Assembly, (xiii) Touch Panel/ Cover Glass

-

Assembly, (xiv) Vibrator Motor / Ringer

자료: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17. 4. 28), 보도자료(검색일: 2019. 8.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33. 자동차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PMP) 관세인상 계획
품목
완성차 버스(HS 8702), 트럭(HS 8704)

SKD

CKD

현행관세

제안관세

25%

50%

PV(HS 8703), 3W(HS 8703/8704)

30%

2W(HS 8711)

25%

15%

버스(HS 8702)

적용시점

25%

2020년

트럭(HS 8704)

25%

4월

버스(HS 8702)

15%

PV(HS 8703), 2W(HS 8711)

10%

3W(HS 8703/8704), 트럭(HS 8704)

15%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셀(lithium-ion cells)(HS 85076000)

5%

10%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5%

15%

전기자동차 부품(예: AC 또는 DC 충전기, 모터 등)

0%

15%

2021년
4월

자료: Ministry of Heavy Industries and Public Enterprises(2019. 3. 6), 보도자료(검색일: 2019. 8.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6) Ministry of Heavy Industries and Public Enterprises(2019. 3. 6), 보도자료(검색일: 2019. 8. 10).
107) 인도정부는 2030년부터 인도 내에서 전기차만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국내제조 도모를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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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의 산업별 협력수요
1) 산업별
인도의 산업구조(총부가가치 기준)는 농림수산업과 광업,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17/18년 기준 인도에서 GDP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총부가
가치 기준)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이며, 서비스업 분야에서 부동산 및 전문ㆍ
과학ㆍ기술 서비스업과 도소매 및 수리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4-34. 인도의 부가가치 기준 산업별 GDP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농림수산업

2007/08

2013/14

2017/18

18.3

18.6

17.2

광업

3.3

2.9

2.3

제조업

18.4

16.5

16.4

전기, 가스, 상하수도, 쓰레기관리 등

2.4

2.5

2.7

건설업

9.6

8.9

7.8

도소매, 수리업

9.4

10.4

10.8

숙박 및 음식서비스

1.2

1.0

1.0

수송 및 보관

5.2

4.9

4.8

정보통신

2.2

1.7

1.6

금융 및 보험

5.9

5.8

5.4

부동산 및 전문・과학・기술 분야

13.0

14.2

15.6

행정 및 국방

5.3

5.8

6.2

5.9

6.8

8.1

100.0

100.0

100.0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오락・여가,
기타 서비스
전체 GDP
주: gross value added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19. 10. 17)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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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립수산업은 부가가치 기준 GDP 비중이 지난 10년 사이 1.1%p 감소했
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 인구의 60%가 종사하는 산업으로 인도정부의 적극
적인 농업 지원정책이 잇따르고 있어, 비중은 다소 낮아지더라도 세계적인
농산품 생산 및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업 육성정책
이 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2017/18년 제조업 비중은 16.4%로 변화가 거의
없다. 모디노믹스의 간판정책으로서 대내외 기대감을 높이 샀던 것에 비해
성적은 이처럼 매우 아쉬운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부족, 토지수용 문제 등에 기인한다. 다만 모디 정부 2기 들어 이
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은 여
전히 높다. 투자환경 개선으로 인프라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제조업은 물론
이와 연관된 건설업,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도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는 최근 IT&ITeS, 소매업, 컨설팅, 전자상거
래 등의 분야에서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108)한 것과 관련되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 성장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인도정부가 2019/20년 과학기술부에 역대 최고의 예산을
배정한 점을 미루어 볼 때109) 이미 세계적인 기술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알려
진 인도의 과학 및 기술 부문의 성장세 또한 못지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소매업은 인터넷 사용자 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높은 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FDI 규제 완화 추세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
로 보인다. 2018년 모디케어(Modicare)110) 도입과 함께 의료보건 부문에

108) IBEF 웹사이트, https://www.ibef.org/industry/real-estate-india.aspx(검색일: 2019. 10. 21).
109) “Why Budget 2019 is an exciting one for science and technology”(2019. 2. 1),
https://www.dailyo.in/technology/budget-2019-science-ai-technology-piyush-goyal
-narendra-modi/story/1/29238.html(검색일: 2019. 10. 21).
110) 국가건강보험제도(NHPS 또는 PMJAY). 2008년부터 시행해온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건강보험
(REBY)을 대폭 개편한 것으로, 적용대상과 세대당 최대 지원비를 확대했다. 영어로는 ‘National
Health Protection Scheme’, 힌디어로는 ‘Pradhan Mantri Jan Arogya Yojana’라고 불린다.
자세한 내용은 윤지현(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1)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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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도정부의 지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민간부문에서도 M&A 수요가 확
대되면서 인도 의료산업의 발전 가능성 역시 커 보인다.

2) 제조업 세부 업종별
인도 제조업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높은 비중(부가가치 기준)
을 차지하던 코크스 및 석유정제, 기초금속, 비금속광물 등은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화학, 제약,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운송장비, 식품 가공 등은
성장하는 추세가 관측된다. 이는 모디 정부가 제조업 분야 25개 업종(현재
27개)111)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자동차, 제약, 화학, 식품가공, 전자기기
등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정책 기조가 유지
되는 한 해당 분야 성장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세가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식품가공과 화학, 제약 부문이다. 식품가
공 부문의 GDP 대비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지난 10년 사이 5.4%에서 8.0%
로 크게 확대되었다. 풍부한 농산품 생산을 기반으로 하며, 인도정부가 대형
식품단지(mega food park)와 콜드체인(cold chain, 신선식품 저온 유통체
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래 성장세가 더욱 기대된다. 화학 산업은
8.6%에서 10.6%로 확대되었는데,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와 더
불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인도의 의약품 시장은 지난 10년 사이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제약 부문의 신흥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제약 부
문에서 R&D 및 M&A 투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제약 부문은 인도국민의 의약품 소비 증가와 수출 증가112)로 향후 5년간
111) 2018년 7월, 25개에서 27개 업종으로 수정되었다(DIPP, “Renewal of Make in India”
Programme,”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ru58.pdf(검색일: 2019. 10. 21).
112) 현재 인도는 미국 복제약(generic drug) 소비량의 40%, 영국 의약품 소비량의 25%, 전 세계 에이즈
(AIDS) 치료제의 80%를 공급하며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USFDA 승인 제조시설을 보
유하고 있다. IBEF 웹사이트, https://www.ibef.org/industry/pharmaceutical-india.aspx(검
색일: 2019. 10. 21); 이 웅, 배찬권, 이정미(2017),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안,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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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인도의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세부 업종별 비중
(단위: %)

구분

2007/08

2013/14

2017/18

식품 가공

5.4

7.2

8.0

음료

2.2

1.4

1.4

담배

1.3

1.4

1.4

섬유

4.6

5.5

4.8

의류

2.0

2.7

2.8

가죽 및 가죽제품

0.6

0.9

0.9

목재 및 목제품

0.2

0.3

0.3

종이 및 관련 제품

1.3

1.3

1.5

인쇄

0.4

0.7

0.9

14.3

12.2

12.1

화학 및 화학제품

8.6

9.5

10.6

제약

4.9

7.8

7.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1.4

4.4

3.7

비금속광물

6.9

4.7

5.7

기초금속

19.3

13.9

9.4

금속가공

3.8

3.6

3.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7

2.6

2.5

전기 설비

4.9

4.2

4.0

기계 및 장비

5.9

5.8

7.0

자동차, 트레일러

5.4

5.4

6.8

기타 운송장비

2.3

2.7

3.2

가구

0.2

0.3

0.3

기타 제조업

1.4

1.6

1.7

100.0

100.0

100.0

합계

주: net value added 기준.
자료: National Sample Survey Office – Industrial Statistics Wing(검색일: 2019. 10. 17) 바탕으로 저자 작성.

9~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113)
인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내수와 함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하며 인도를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중심지로 부상시켰

113) IBEF 웹사이트, https://www.ibef.org/industry/pharmaceutical-india.aspx(검색일: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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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저렴한 노동력과 저비용의 철강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투자
와 R&D 인센티브 등의 정부지원 정책에 기반한다. 여기에 더해 인도정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 생산과 도입에 주목하고 있는바,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 산업(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의 2017/18년 GDP 대비 비중은 2.5%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국내수요가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2018년 전년대비 10%
증가) 모바일게임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전기기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114) 인도정부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
인 만큼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며, 인도의 가치사슬 참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석유정제 부문은 비록 업종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인도
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제조업에서 GDP 대비 비중이 2017/18년 12.1%로
가장 높다. 인도는 세계 3대 석유 소비국으로, 석유정제 역량 확대를 위해 인
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동안은 세계 4대 석유정제 국
가로서의 입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1980년대 후반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구한 인도차이나 국가(베트남,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1991년 개혁ㆍ개방을 시작한 인도를 포함한 모든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대외지향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
다. 대외지향형 성장전략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와

114) Make in India 웹사이트, http://www.makeinindia.com/sector/electronic-systems(검색일: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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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원활화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GVC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신남방 국가들은 또한 산업화나 산업구조 고
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육성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데, [표 4-36]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근의 화두인 혁신 정책이나 4
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할랄산업 육성
전략도 도입하고 있다. 신남방 국가들은 최근 물류인프라와 산업 클러스터도
본격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육성정책과 함께 현지기업들의 GVC 참여
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여기에 더해 역내 경
제통합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
은 역내시장 통합을 위해 역내 인프라(hardware+software)와 연계성 개선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역내 생산 및 분업체제를 구축하였
다. 이는 아세안이 동아시아의 중요한 GPN의 한 축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아세안은 역외국가와의 FTA도 적극 추진하였다. 아세안
이 추진한 역외국과의 FTA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ㆍ뉴질랜드, 홍
콩이 있다. 아세안은 이들 중 홍콩을 제외한 16개국으로 구성된 RCEP도 추
진하고 있다. 신남방 국가들은 미얀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자간
FTA도 적극 체결하고 있다. 인도는 모디 정부 이후 FTA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FTA 체결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
고 있지만, 2000년대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세안 등과
양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했다. 이들 역시 신남방지역의 GVC 참여 활
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산업구조는 국가마다 발전수준이나 규모 등에서 차
이가 나지만 최근 10년간 다양화와 서비스화 진전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의 비중 축소와 서비스
업의 비중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소매ㆍ자동차수리업, 건설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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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산업 육성전략과 성장 유망 산업

국가

주요 산업 육성전략

성장 유망 산업(제조업 중심)
고성장 예상 산업
5대 핵심 산업1)
(중ㆍ단기)2)

-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2015
인도네
- Making Indonesia 4.0
시아
- 이슬람경제마스터플랜
2019~2024

- 식음료(할랄 포함)
① 식음료 ② 석탄, 석유정제
- 자동차 관련 산업
③ 수송장비 ④ 금속가공,
- 화학 - 기초금속
컴퓨터, 전자제품 등 ⑤ 화학,
- 금속가공
의약품
- 컴퓨터, 전자제품

-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말레이
중기검토보고서 2016~2020
시아 - 할랄산업마스터플랜 2008~2020
- Industry 4WRD

① 전자부품, 통신장비,
소비자가전 등 ② 정유
③ 화학, 의약품 ④ 자동차
및 수송장비 ⑤ 식음료

-

전자 및 통신부품
자동차 및 수송장비
비금속광물
금속가공
식음료(할랄 포함)

- 지속가능개발계획 2018~2030
미얀마 - 농업개발전략
- 국가수출전략 2015~2019

※ 제조업 데이터 부재

-

식음료
의류
건설 및 건축 자재
소비자가전
목재 및 목제품

- 포용적 혁신산업전략(i3S)
필리핀
- 자동차 산업부활전략

① 식품가공 ② 화학 및
화학제품 ③ 라디오, TV,
통신장비 및 기구 ④ 정유
및 연료 ⑤ 담배

-

식음료
화학 및 화학제품
건설 및 건축자재
자동차ㆍ부품

태국

- Thailand 4.0
- 동부경제회랑

- 2025년 산업발전전략과 2035년
비전
- 지원산업육성 프로그램
베트남
2016~2025
- 2025년 자동차 산업발전전략과
2035년 비전

인도

- 메이크 인 인디아
ㆍ 세부 산업별 발전 전략
ㆍ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
(자동차, 모바일)
- 스킬 인디아
- 디지털 인디아

- 정유 - 화학
① 식음료 ② 코크스 및
- 고무 및 플라스틱
정유제품 ③ 화학 및 의약품
- 자동차 관련 산업
④ 컴퓨터, 전자 및
- 식음료
광학제품 ⑤ 자동차
- 기계 및 장비업
① 식음료, 담배 ② 섬유,
의류, 가죽 ③ 컴퓨터,
오피스 및 통신장비
④ 가전제품 ⑤ 기초금속

-

① 석유정제제품 ② 화학 및 화학제품 ③ 기초금속
④ 식품가공 ⑤ 제약
-

기초금속
비금속광물
목재 및 목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ㆍ부품
통신장비 - 식음료
섬유, 의류, 가죽
식품가공
화학 및 화학제품
제약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자동차・부품
전자

주: 1) 가장 최근 제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업종 중심.
2) 해당국의 경제 및 산업 특성, 정부의 육성전략, 최근 성장 추이 등을 토대로 추출한 것으로, 해당국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을 의미.
자료: 앞의 국가별 정책 및 산업수요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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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등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반면 초기 개도국인 미얀마는 광업과 제조
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의 경우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
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모두 제조업에서 식음료가공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원 보유나 산업화 진전 여부에 따
라 석탄ㆍ석유정제와 자동차(인도네시아),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소비자가
전, 정유(말레이시아), 화학, 라디오ㆍTVㆍ통신장비 및 기구(필리핀), 코크
및 정유, 화학(태국), 섬유ㆍ의류ㆍ가죽, 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베트
남) 등이 그다음으로 발달하였다. 이 업종들의 높은 성장세는 대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할랄식품을 포함한 식음료와
자동차ㆍ수송장비 분야의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인도네시아는 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말레이시아는 전자 및 통신
부품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미얀마는 의류ㆍ건설 및 건축자재ㆍ소비자가
전, 필리핀은 화학ㆍ건설 및 건축자재, 태국은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
틱, 베트남은 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의 성장세가 평균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표 4-36 참고). 인도의 경우 제
조업에서 석유정제제품과 기초금속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성장세가 다른 업
종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추세다. 대신 화학 및 화학제품, 제약, 식품가공, 자
동차・운송장비 분야의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
한 성장세는 대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남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GVC 참여 전략은 이들과의 GVC 교류 활성화
와 교역 확대를 추구하는 한국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
남방 국가들의 GVC 관련 전략, 그중에서도 주요 산업 육성전략을 적극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현지의 산업구조와 성장 유망 산업을 파악하
고 선점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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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가. 기존 설문조사와의 차별성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GPN 혹은 GVC 관련한 설문조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재완 외(2010, 비공개자료)는 섬유와 전기
전자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GPN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에는 연구진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섬유 분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를 중심으로 30개
기업을, 전기전자 분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를 중심으로 3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115)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
탕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생산 네트워크 지도를 그린 것이 특징이다. 곽성
일 외(2016)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업종(섬유와 전기전자)을 대상으로 연구진의 직접조사를 포함해 90개의 설
문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GVC 참여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각각 25개)도 병행한 점이 돋보인
다. 곽성일 외(2017)는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와 함께
원부자재 조달 및 판매 구조를 조사하였다. 당시 설문조사는 모든 업종에 대
해 7개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효 표본은 100개였다. 고희채, 권경덕(2018)
은 전 세계와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GVC 구조
를 파악하였다. 총 119개 기업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 아세안(베트남을 비
롯한 5개 국가) 진출기업은 39개였다.

115) 정재완 외(2010, 비공개자료),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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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 설문조사에 비해 본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역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
고 GVC 참여도가 높은 섬유ㆍ의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업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가장 많은 150개 이
상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
로 하되, 한국 본사에 대한 조사와 연구진의 현지 방문을 통한 조사도 병행하
였다. 넷째, 기존 설문조사가 대부분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에
GVC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한 데 비해 이번 설문조사는 GVC와 관련된 내용
만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
해 원재료ㆍ부품의 조달구조와 생산제품의 판매구조는 물론 조달과 판매의
배경, 향후 전망, 애로사항, 현지기업과의 지역생산네트워크(RPN)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도 설문조사에 포함하였다.

나. 설문조사 방법 및 개요
신남방지역 중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화
에 대한 기업의 인식 등을 분석하기 위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과 관련
해 원재료ㆍ부품의 조달구조, 생산제품의 판매구조, 현지국 기업과의 지역생
산네트워크 구축 관련 애로사항 파악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기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18~2019 해
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동남아대양주편을 주로 활용하고, 추가로 코참
(Kocham, 베트남)의 기업디렉토리116)와 연구진이 보유한 인도네시아 진출
116) 코참(Kocham, 베트남)이 2019년 발간한 『2018/2019 Kocham Directory: 베트남 중남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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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스트 등도 참고하였다. 일부 기업의 경우 한국의 본사기업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진행하였고,
연구진의 설문조사는 10월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국가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로 국한하였다. 통상적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회수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대상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할 경우 진출기업 수가 200
개 미만인 국가들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117) 그리고 설문조사 업종으로는
당초 GVC가 활발한 특성을 지닌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
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설문조
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직면하였다. 주로 활용한 코트라의 『2018~
2019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동남아대양주편』을 분석한 결과 현지 진
출 한국기업이 베트남의 자동차ㆍ수송기계 분야에는 36개, 인도네시아의 자
동차ㆍ수송기계 분야에는 8개, 전기전자 분야에는 35개에 불과하였다.118)
극히 낮은 회수율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대
안으로 GVC가 활발한 업종인 기계ㆍ금속 및 장비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에
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수가 부족하여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차
대안으로 선정한 업종이 섬유ㆍ의류 분야다. 섬유ㆍ의류는 한국이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이고 이것이 대안으로 선정한 가장 큰 배경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림 5-1]과 같다. 전체 유효
표본 수는 152개이다. 1차 조사 결과는 베트남에 대한 업종별 조사이고 2차
조사 결과는 섬유ㆍ의류에 대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기업 디렉토리』와 ｢2018/2019 Kocham Directory: 베트남 중북부 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를 의미한다.
117) 최근 본원이 몇 년간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회수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6년의 경우 설문회수율은 3.1%에 불과하였다. 곽성일 외
(2017), p. 165.
118) 코트라, ｢2018~2019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동남아대양주편｣(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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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설문조사 유효표본 분포
(단위: 개, %)

1차 조사: 베트남 업종별(전체: 83개)

2차 조사: 국별 섬유ㆍ의류(전체: 69개)

자료: 설문조사.

다. 업종별 GVC 구축 현황 및 전망
1)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를 통해 본 GVC
먼저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를 통해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전체 GVC를
살펴보았다.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은 대체적으로 원재료ㆍ부품을 현지국보
다는 한국에서 더 높은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국별로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원재료ㆍ부품을 현지에서도 활발하게 조달하는 가
운데 그 비중을 조금씩 높이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에 진출
한 한국기업은 본국인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더 높이고 있다. 이는 두 가
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원재료ㆍ부품을 많이 가져가는 서비
스를 포함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0년
대 이후 전기전자를 비롯한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원
부자재와 핵심 부품을 본국에서 많이 조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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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조달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부품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은 생산제품의 절반가량을 현지시장에 판매하고 나
머지 30% 정도는 한국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과 EU 등으로 수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5-2 참고). 이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아세안
현지 내수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성장 지속에 따른 소득
그림 5-2.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원재료ㆍ부품 조달 및 제품 판매구조
원재료ㆍ부품 조달

제품 판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p. 274; 한국수출입은행(2015), p. 176; 한국수출입은행(2018), p. 187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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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와 풍부한 소비인구도 배경이 되지만 보다 중요한 배경은 아세안으로 외
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B2B 거래가 활발한 점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
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사례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한국기업
진출도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으
로의 역수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수입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의
미함과 동시에 한국 내 많은 제조설비가 아세안으로 이동함에 따른 결과이기
도 하다.

2) 베트남ㆍ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
류 기업은 원재료ㆍ부품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조달하는 가운데 다
음으로 현지국(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많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 참고).119) 업종별로는 비슷한 패턴
을 보이고 있으나, 조달비중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나타났다. 베트남에 진출
한 전기전자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1/3 정도 조달하는 가운데 다음으로
는 중국 25.9%, 현지국 23.4%를 조달하고 있음에 반해 자동차ㆍ기계 기업은
역시 한국으로부터 1/3 정도 조달하고 다음으로는 현지국 24.3%, 중국
20.0% 순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
최근인 점이 공통점이나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중국에 더 많이 진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
한 가운데 전기전자 분야는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비중으로 조달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최근에 진출하기 시작했기에 한
국에서의 조달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이 법인 수 기준으
119) 자동차ㆍ수송기계와 기계 금속ㆍ기계장비를 합해 자동차ㆍ기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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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이 진출했고 오랜 진출 역사를 가진 섬유ㆍ의류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간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베
트남 진출기업의 경우 한국과 현지국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다음으
로 중국에서 다소 낮은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조달하고 다음으로 한국과 현지국에서 조달
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이는 진출 역사가 늦었지만 더욱 많은 기업이 진출
한 데다가 단순임가공 형태의 CMT 방식부터 상류(upstrea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의류 기업의 경우 아직도 많은 기업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및 CMT 방식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ㆍ부품을 상대적
으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림 5-3]의 A
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ㆍ의류 기업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의류 기업 중 일부가 인도로부터 원재료ㆍ부품을 조달하는 것과 전기
전자나 자동차ㆍ기계류는 전혀 조달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그림 5-3]의 B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원재료ㆍ부
품 조달대상국의 거래기업을 조사한 것이다. 한국기업은 1순위(가장 높은 비
중으로 조달한다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에서는 동일회사/그룹과 협력
업체에서 같은 비중으로 많이 조달하고 중국에서는 협력업체와 중국 현지기
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는 협력업체와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 역시 비슷한 패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를 중심으로 한국에 본사나 그룹이 있거나 협력업체
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본사/그룹의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한 것도 배경이다. 이러
한 현상은 [그림 5-4]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기전자의 경우 한
국기업이 가장 많이 조달하는 한국, 중국, 현지 베트남 모두에서 동일회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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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
A. 업종별 조달구조(단위: %)

B. 조달 대상국의 거래대상기업 구조(단위: 개)

주: 1순위와 2순위는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조달한다고 답한 국가 순위.
자동차ㆍ수송기계와 기계 금속ㆍ기계장비를 합해 자동차ㆍ기계로 분류.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룹이나 협력업체와 압도적으로 많이 거래하고 있다. 자동차도 비슷한 패턴이
다. 다만 섬유ㆍ의류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베
트남에 진출한 한국 섬유ㆍ의류 기업은 대기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베트남
과 중국에 협력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음에 반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
의류 기업은 대부분 OEM 및 CMT 방식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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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업종별 원재료ㆍ부품 조달 대상기업 구조
(단위: 개)

주: 1순위와 2순위로 많이 조달한다고 답한 국가를 합한 것이다.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진출기업은 현지 및 중국에서 많이 조달
하고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은 중국에서 많이 조달하고 있다.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은 진출 국가나 업종 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원재
료ㆍ부품의 20% 이상을 현지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지국에서 원재료ㆍ부
품을 조달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경쟁력으로 나타났다.
[표 5-1]에서 보듯이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1순위로 가
격경쟁력을 가장 높게 선정하였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을 두 번째로 중요시하고 있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은 주요 거래선의 요청 혹은 지정을 두 번째 고려요소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섬유ㆍ의류 기업 중 상당수가 OEM 및 CMT 방식
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사(주요 고객사)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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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조달 및 판매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사항으로는 소재ㆍ부품 등 관련 산업의 발달, 적합한 품질/기술력 및 관리 등
을 들 수 있다.

표 5-1.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원재료ㆍ부품 현지조달 이유
(단위: %)

가격
구분

경쟁력
보유

전기전자
(베트남)

자동차ㆍ기계
(베트남)

섬유ㆍ의류
(베트남)

섬유ㆍ의류
(인도네시아)

품질/

혹은

기술력 신속화

단축

및 관리

52.6

21.1

5.3

2순위

31.6

31.6

21.1

25

6.3

1순위

71.4

14.3

2순위

25.0

25.0

25.0

33.3

33.3

3순위

A/S

준수

1순위

3순위

소재ㆍ

납품기한 적합한
리스크
분산

주요

부품 등 거래선의
관련

요청

산업의

혹은

발달

지정

10.5

10.5

FTA
수혜
목적
(관세/
원산지

현지국의
인센티브
부여

혜택 등)

15.8
18.8

25

12.5

12.5
14.3

25.0
33.3

1순위

33.3

27.8

11.1

2순위

11.8

23.5

11.8

17.6

5.9

3순위

6.7

26.7

26.7

13.3

13.3

1순위

38.5

15.4

7.7

2순위

9.1

63.6

9.1

3순위

57.1

14.3

14.3

16.7
23.5

5.9
6.7

7.7
9.1

11.1

6.7

30.8
9.1

14.3

주: 복수응답 기준.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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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원재료ㆍ부품 현지조달 미실시 이유
(단위: %)

현지
기술과
현지국 기업ㆍ
품질 등 생산
내 종업원
이유로 안정성
적합한 의
한국 이외 및
원재료 기술력
지역에서 납기
ㆍ부품 및
생산하지 불안
질
부재
않음
부족

구분

전기전자
(베트남)

자동차ㆍ
기계
(베트남)

섬유ㆍ의류
(베트남)

섬유ㆍ의류
(인도네시아)

현지
거래처
사양
기술
기업에
기존
의
변경,
유출
대한
거래선
지정ㆍ
방지
현지 서비스
정보ㆍ
과의
요청
및 기타
유통망 등의
신뢰
관계
으로
지식
미비 신속
부족,
해소
대체
대응
재산권
네트워크
곤란
불가
곤란
보호
미구축

1순위 20.5 10.3

15.4

10.3

23.1

5.1

2.6

2.6

2순위 18.8 15.6

25.0

6.3

6.3

6.3

6.3

12.5

3순위 29.2 16.7

4.2

16.7

12.5

8.3

1순위 55.6 11.1

11.1

5.6

16.7

2순위 13.3 13.3

20.0

33.3

3순위 18.2 36.4

6.7

9.1

9.1

27.3

6.7

6.7

3.6

21.4

7.1

10.7

3.6

3.6

2순위 16.7 16.7

4.2

20.8

12.5

8.3

16.7

3순위

5.3

21.1

15.8

5.3

36.4

9.1

9.1

15.8

10.5

1순위 27.3

9.1

9.1

2순위 16.7
3순위 20.0 20.0

50.0

16.7

40.0

5.1

2.6
3.1

8.3

1순위 35.7 14.3

5.3

2.6

4.2

4.2
15.8

5.3

16.7
20.0

주: 복수응답 기준.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이에 반해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원재료ㆍ부품을 조달하지 않는 이유는 베
트남에 진출한 전기전자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의류는 ‘거래처의 지
정ㆍ요청으로 인한 대체 불가’를, 베트남에 진출한 자동차ㆍ기계와 섬유ㆍ의
류는 ‘현지국 내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부재’를 각각 1순위 중 가장 큰 배경으
로 선정하였다. 전기전자는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이나 그룹 협력업체의 진출
이 많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의류 역시 고객사나 본사와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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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자동차ㆍ기계는 최근에 상류부문으로
많이 진출한 섬유ㆍ의류산업(베트남)과는 달리 아직 베트남 내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각 업종별로 선정한 1순위 중 다음
으로 중요한 요인으로는 전기전자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의류는 ‘현
지국 내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부재’를, 자동차ㆍ기계는 ‘거래처의 지정ㆍ요
청으로 인한 대체 불가’를,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ㆍ의류는 ‘기술과 품질 등 이
유로 한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음’을 각각 들고 있다. 2순위로 가장 많
이 드는 이유로는 전기전자는 ‘기술과 품질 등 이유로 한국 이외 지역에서 생
산하지 않음’이고 그 외 업종은 모두 ‘생산 안정성 및 납기 불안’을 들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향후 1~3년 이내 원재료ㆍ부
품 조달처를 현지국으로 바꾸거나 현지국에서 더 많이 조달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ㆍ의류와 자동차ㆍ기계가
현지국 조달비중을 크게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업종에서
한국이나 다국적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고 다음으로
는 베트남 현지기업들의 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기전자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업종 특성(대기업과
의 동반 진출이나 협력업체 관계 유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해 현지국 내 조달
비중 확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진출 섬유ㆍ의류는 절반
가량이 기존의 조달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진출 특성(고
객사 및 본사와의 관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는 전체가 중국으로
부터 조달을 확대하나 인도네시아 진출 섬유ㆍ의류는 아세안으로부터 조달
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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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원재료ㆍ부품 조달 추가 또는 신규 구매 계획
(단위: %)

주: 1~3년 단기 기준.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3) 베트남ㆍ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제품 판매구조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은 전체적으로는 생산제품을 현지국(전체의 20.7%)
과 한국(20.4%)에 비슷하게 많이 판매하고 다음으로 미국(11.2%), 아세안
(9.4%), EU(7.6%), 중국, 일본 순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 현지국 판매에다
가 주변 아세안에 대한 수출을 합하면 전체 생산품 판매의 30.1%를 아세안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목적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아세
안 현지시장 진출임을 알 수 있는데, 아세안의 성장 지속과 함께 외국인투자
가 활발해짐에 따라 B2B 시장 및 관련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본국으로의 역수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이 소비시장으로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과 동시에 제조업체의 해외진출 확
대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이고 중국 역시 소비시장으로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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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판매구조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ㆍ기계와 전
기전자는 현지국(베트남)과 주변 아세안 국가에 대한 판매 비중이 더욱 높은
데 반해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ㆍ의류는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제일 높고 인
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의류는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가장 높다. 한
국이 수입시장으로서 중요해지는 것과 주요 고객사(주요 고객사) 주도로 진
출한 특성에서 각각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의류는 각각 아세안(현지국 포함) 시장의 중요성(약 15%)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업종에서 신남방지역의 한 축인 인도에 대한 수출도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5-6.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제품 판매구조
(단위: %)

주: 복수응답 기준.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이 이들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이유로
는 가장 먼저 주요 거래선(동반진출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사 등)의 요청이나
지정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OEM 및 CMT 방식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섬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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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업종에서 더욱 밀접하며, 특히 주요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투자진출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주요 고객사의 대부분이
미국과 EU에 속해 있다. 전기전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
면 자동차ㆍ기계는 ‘관계사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와 ‘가격,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파워 보유’를 동일하게 중요시하고 있다. 전기전자 역시 ‘관계사 및 협
력업체와의 거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들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의 경우 최근의 트렌드가 모듈화, 계약생산화, 제품주기 단축 등과 관련이 있
어 보인다. 섬유ㆍ의류는 큰 소비 및 내수시장을 보유한 것도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다.

그림 5-7.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해당국별 제품 판매ㆍ수출 이유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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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VC 구축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은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과정은 물
론 현지기업과의 GVC 구축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환경이 급격히 개선되고 현지정부의 외자 친화적인
정책이 수립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기업들이 경험하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으로 보인다. 한국기업들이 GVC 구축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사항
으로는 먼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전체 애로
사항의 3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다음으로 많이 경험하는 애로사항은
물류인프라 부족이고 그다음으로는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에 대
한 이해나 언어소통 부재,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파트너 기업에 대한 정보
나 신뢰성 부족, 현지기업의 생산여건 열악, 납기준수 미흡 등의 순으로 들 수
있다(그림 5-8 참고). 이는 비단 베트남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다만 경제 규모나 관련 산업의
수준 또는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다.

그림 5-8. 베트남 현지기업과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에서 느끼는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주: 복수응답 기준.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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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섬유ㆍ의류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과 투자진출 경로
1) 비즈니스 방식
한국의 섬유ㆍ의류는 아세안 진출 역사가 오래되었고 법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에 속한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베트남과 인
도네시아에는 각각 1,500개 이상과 800여 개 관련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에는 단순임가공생산을 주로 하는 CMT 방식의 기업
들이 많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진출한 섬유ㆍ
의류 기업 중 절반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혼합형 생산방식을 갖는 기업이 30.4%, ODM(생
산자 개발 방식) 생산을 추구하는 기업이 13%에 이른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
아에 진출한 한국 섬유ㆍ의류 기업은 전체의 83.3%가 OEM 방식을 유지하
고 있고 독자 브랜드가 12.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섬유ㆍ의류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먼저 진출했지만 후발 진출국인 베트남에서 먼저 생산품목을

그림 5-9.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섬유ㆍ의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베트남(n=46)

주: 중복응답 기준.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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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n=23)

다양화하거나 상류부문에서 하류(downstream) 부문까지 생산과정 역시 다
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홍콩, 대만 등과 달리 OEM 방식의 비즈니
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 한국 섬유ㆍ의류 산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주요 고객사로는 Armani
Exchange, INDITEX, Adidas, H&M, Gap, Nike 등이 있다. 반면 이들
OEM 방식의 기업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CMT 중심의 중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진출 경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의류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각각
30%와 13%가 최초 진출한 지역에서 현재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은 이들 기업의 이동경로를 설명해주고 있는
데, 국가간 이동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옮겨온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베트
남으로 이전한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10개, 스리랑카에서 2개, 미국과 멕시코
에서 각각 1개이고 인도네시아로 이전한 기업은 중국에서 3개였다. 반면 국
가 내 이전한 사례로는 베트남은 최대 경제도시 호찌민에서 1개, 인도네시아
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2개다.

표 5-3.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섬유ㆍ의류 기업의 진출경로 조사

구분

이전하지
않음

국가간 이동

국내 이동

최초 진출국

최초진출지역

중국

스리랑카

미국

멕시코

호찌민

자카르타

베트남(n=46)

31

10

2

1

1

1

-

인도네시아(n=23)

18

3

-

-

-

-

2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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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배경을 살펴보면, 베트남으로 이전한 기업은 최초 진출국의 비용(조
달비용, 인건비 등) 급상승과 노동력 확보 곤란이 가장 직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지 시장의 경쟁 격화도 들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중
국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징후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로 이전한 기업 역시 가
장 큰 이전 배경으로 최초 진출국의 급격한 비용 상승과 노동력 확보 곤란을
들고 있다. 그외로는 최초 진출국의 성장성이나 잠재력 저하, 현지시장 매출
과 수출 감소, 주요 거래선의 요청이나 지정 등도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림 5-10.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섬유ㆍ의류 기업의 이전 배경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3) 향후 사업 진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ㆍ의류기업은 절반가량이 현재의 사
업을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상대적
으로 사업 유지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개 국가 모
두에서 사업 축소나 업종 변경을 검토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현재의 사업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거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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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다음으로 베트남 진출기업은 기계ㆍ설비 도입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거나 수입ㆍ매입 구조/수출선을 다각화할 것을 고
려하고 있고, 각각 8.7%가량이 다른 국가나 현지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
거나 사업 영역이나 투자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진
출기업은 사업 영역이나 투자 확대를 두 번째로 많이 고려하고, 그다음으로
는 기계ㆍ설비 도입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품 고부가가치화, 다른 국가
나 현지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비슷한 비중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른 국
가나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높은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의
미한다. 인건비 급상승, 노동자 및 기술자 확보 곤란, 시장 내 경쟁 격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5-4.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섬유ㆍ의류 기업의 향후 사업 방향성
A. 향후 1~3년 내 현지사업 운영 방향성(복수응답에서 1순위 기준)
(단위: %)

기계ㆍ설
구분

비 도입
확대

사업

사업

수입ㆍ매입

제품

축소나

구조/수출

고부가

업종 변경 선 다각화

가치화

영역이나
투자규모
확대

이전 검토(다른

현재 사업

국가나 현지국

유지

내 다른 지역)

전체(n=69)

15.9

11.6

0.0

10.1

8.7

43.5

10.1

베트남(n=46)

17.4

8.7

0.0

13.0

6.5

45.7

8.7

인도네시아(n=23)

13.0

17.4

0.0

4.3

13.0

39.1

13.0

B. 향후 1~3년 내 이전 고려 여부(복수응답에서 1~3순위 기준)
(단위: 개)

이전 고려 국가

이전 고려

국가 간

기업

이전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이전

베트남(n=46)

15

6

2

1

2

1

9

인도네시아(n=23)

5

0

-

-

-

-

5

구분

국가 내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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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순위 복수응답을 통해 향후 단기간(1~3년) 이내 다른 국가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 중에서는 32.6%,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중
에서는 21.7%에 달하였다. 국가간 이전보다는 국가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는 주로 사업비용(임금, 임대료, 물류비 등)의 급
상승과 노동자 수급 곤란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베트남 진출기업 중 이전
을 고려하는 기업의 이전 대상지로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선호되고 있는
데, 이들 국가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 현지기업과의 GVC 활성화 방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과의 GVC 활성화를 위
해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체 진출기업의 64%가량이 GVC 활용이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
체적으로는 파트너기업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인력양성 지원, 적정 파트너
나 현지 공급업체 물색이나 선정, 기술협력, 경쟁력 확보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기업과 GVC를 구축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기업은 현지기업과의 GVC 구축이나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나 과제로 가격경쟁력 보유, 안정된 품질 및 관리능력
보유, 현지 거래선 발굴 노력, 현지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종
업원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다음으
로 한국 중소기업의 특징이기도 한 특정 기업 및 그룹에 대한 높은 의존도 탈
피를 꼽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 중 업종별로는 중요도가 조금씩 다르게
고려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진출을 시작한 자동차ㆍ기계 업종은 현지 거래선
발굴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미 많은 기업이 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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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기전자는 안정된 품질 및 관리능력 보유를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
다. 전기전자는 두 번째로는 가격경쟁력 보유를, 세 번째로는 종업원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들고 있다.

그림 5-11. 베트남 현지기업과의 GVC 구축이나 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업의 과제
(단위: %)

주: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현지에서의 GVC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노력 못지않게 현지기업
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은 현지기업이 한국과의 GVC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의 기술력 및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현지기업의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생산’, ‘생산 안정성
및 납기 준수’, ‘현지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업 및 생산품에 대한 정보
나 신뢰 제공 또는 홍보 강화’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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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한국기업과의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현지기업의 과제
(단위: %)

주: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다만 중요도 면에서 자동차ㆍ기계는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생산’을 가장 우
선하고 ‘기업 및 생산품에 대한 정보나 신뢰 제공 또는 홍보 강화’를 주장하는
데 비해 전기전자는 ‘종업원의 기술력 및 질 향상’과 ‘생산 안정성 및 납기 준
수’를 우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진출 역사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와의 GVC를 구축하는 데 한국정부의 역할 역
시 중요하다.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지와의 GVC 활성화를 위
해 ‘현지 진출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한ㆍ아세안 FTA, 한
ㆍ인도 CEPA,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등의 개정이나 체결을 통한
지원’,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현지의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조
달처 및 판매처 소개’, ‘통상마찰 및 애로사항을 공유ㆍ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
제 마련’, ‘현지의 물류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서비스연결비용(service-link
cost) 절감 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지 파트너기업이나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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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한국기업과 베트남 현지기업 간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과제

주: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 ‘현지기업의 공급ㆍ판매ㆍA/S망 구
축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인도
인도의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례조사 방식으로 한국기업의 GVC 구
축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코트라 「2018~2019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에 공개된 인도 진출기업 수는 201개(대상업종인 자동차와 전기전자 분야 진
출기업 수는 각각 28개, 21개)로 설문대상 기업 수가 적어 저조한 회수율을
고려하면 설문조사 내용을 활용하기에 샘플 수가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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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 업종은 한국기업의 대인도 주요 진출 분야이자 GVC가 활
발한 특성을 가진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대상으로 했다. 심층 인터뷰는 한국
기업의 GVC 구축과 관련한 조달구조와 생산제품의 판매구조, 현지국 기업
과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
며, 통계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인도의 생산시장 현황과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
출 현황 등의 내용을 보충했다.

가. 자동차
1) 투자 및 교역 현황
2018년 현재 인도는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인도 자동차 생산시장
은 인도정부의 주도로 급성장했다. 북쪽의 마루티스즈키, 서쪽의 타타모터
스, 동쪽의 힌두스탄모터스, 남쪽의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에 걸
쳐 자동차 생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도 자동차 생산시장은 해외
기업의 투자와 함께 급격히 성장하였는데, 힌두스탄모터스, 프리미어오토모
빌, 마루티우디요그 3사 체제였던 인도 승용차 시장에 1982년 외국기업 중
최초로 일본의 스즈키사가 마루티우디요그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진출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인도정부의 시장개방과 함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도 내 생산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인 현대자동차도
1996년 인도에 진출, 1998년 공장을 준공했으며 양산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부분에 있어 한국과 인도의 교역투자 협력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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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2018년 국별 자동차 생산대수 및 비중
(단위: 십만 대, %)

국가

승용차

상용차

총계

생산대수

비중

생산대수

비중

생산대수

비중

중국

235.3

33.4

42.8

17.0

278.1

29.1

미국

28.0

4.0

85.2

33.9

113.1

11.8

일본

83.6

11.9

13.7

5.5

97.3

10.2

인도

40.6

5.8

11.1

4.4

51.7

5.4

독일

51.2

7.3

0.0

0.0

51.2

5.4

멕시코

15.8

2.2

25.2

10.0

41.0

4.3

한국

36.6

5.2

3.7

1.5

40.3

4.2

브라질

23.9

3.4

4.9

2.0

28.8

3.0

스페인

22.7

3.2

5.5

2.2

28.2

2.9

자료: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 웹사이트(검색일: 2019. 9. 11).

그림 5-14. 인도의 자동차 생산 지도

그림 5-15. 인도 2018년 승용차 점유율

(단위: %)

자료: IBEF 웹사이트(검색일: 2019. 9. 20).

(단위: %)

자료: SIAM 웹사이트(검색일: 2019. 9. 20).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완성차 업체인 현대ㆍ기아차의 인도 내 공장 준
공 시점인 1998년, 2008년, 2019년을 기점으로 1~2년 전에 신규 진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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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투자액이 확대되었다. 우리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외국계 자동차
기업 가운데 최초로 100% 단독투자 진출을 했는데, 당시 대규모 초기 투자
(4억 달러), 높은 부품 현지화율 등을 내세워 인도정부의 단독투자 허가를 받
았다.120)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첸나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인프라
가 부족한 지역으로 부품의 현지화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이 필수
불가결한바 13개(1차 벤더 기준)의 협력업체가 함께 진출했으며, 현대자동차
는 1998년 연산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준공, 양산을 시작했다. 2008년 현
대자동차는 35만 대 규모의 제2공장을 설립했는데, 2공장 준공 전 협력업체
의 대규모 2차 진출이 있었다. 한편 1공장 진출 후 2공장 설립 계획을 수립하
기 전 연평균 2개 미만이었던 자동차 분야 신규 진출기업 수가 제2공장 준공
이후 연평균 5개로 확대됐다. 현재 첸나이 지역에는 현대자동차와 동반진출
한 1차 벤더만 42개 사에 달하며, 2차 3차 협력사를 포함할 시 120개 사가
넘는 한인 기업이 밀집되어 있다.121) 한편 기아자동차가 2019년 30만대 규
모의 공장을 준공하면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이 2017~18년 기아자동차
진출 지역인 아난타푸르로 진출했다.
인도정부는 완성차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 분야에 대한 교
역은 부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부품 교역추이를 보면 증가세에
있던 대인도 수출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
의 생산대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인
도 투자진출 확대와 함께 인도 현지기업을 통한 조달 확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2공장 설립 전후 부품업체들의 대규모 진출로 현지 생산
망 구축이 확대되었는데, 진출 초기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업체들이 현지조달
을 확대하면서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인도 자동차부품 수출이 감소세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0) ｢[‘기회의 땅’ 인도 시장을 잡아라] 성공사례 ① 현대자동차｣(2016. 5. 13)(검색일: 2019. 10. 10).
121) 「기아차, 현대차 이어 인도시장에 연착륙 할까?｣(2018. 9. 10)(검색일: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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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한국의 대인도 자동차 분야 투자 추이

a. 신규법인 수

b. 투자금액
(단위: 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9. 10).

그림 5-17. 한국의 대인도 자동차부품(MTI 742) 수출입 추이

b. 수입

a. 수출
(단위: 십억 달러)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9. 9. 10).

한편 한국의 대인도 자동차부품 수입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기업 인터뷰를 통해 수입 증가 이유를 유추해 보면, 구형 모델에 대
한 부품 수요 및 인도정부의 수출촉진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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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기업은 인도의 수출 촉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
국 본사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구형 부품에 대한 수출
이 있다고 응답했다.

2) GVC 구축 현황 및 전망
인도 현지 진출 우리 자동차 기업의 경우 통상환경과 선도기업(완성차 업
체)의 전략에 따라 수입보다는 인도 현지 부품을 중심으로 중간재(또는 원자
재)를 조달하고 있으며, 인도 내 조달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부품 관련 관세율 인상 △긴 통관 소요시간, 행정절차
상 문제 등의 비관세장벽 △인도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리스크 등 인
도 현지조달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통상환경에 놓여 있다. 우선 인도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내제조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세를 조정하고
있다. 2011년 자동차 CKD(Complete Knock Down) 부품에 대한 정의를
변경, 기존 CKD 부품으로 적용받았던 품목 중 엔진, 기어박스,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자동차 섀시 등의 부품과 하위 조립품이 설치된 부품에 대한 CKD
적용을 제외하면서 핵심부품의 현지생산을 도모했다.122) 또한 2018년 2월
CKD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
한 관세를 7.5~10%에서 15%로 인상했으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인상
계획인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인도 현지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HS 8708) 대부분은
한-인도 CEPA의 양허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도 관세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으로, 인도 관세정책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23) 한편 △인도
122) 조충제 외(2018a), p.106.
123) HS 8단위 기준 16개 세부품목으로 구성된 HS 8708 품목은 양허제외(EXC) 품목이 12개, 8년차
50% 잔존(SEN) 품목이 3개, 8년차 1~5% 잔존(RED) 품목이 1개이며, HS87품목 외 기계류(HS 84)
로 분류된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차량추진용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 및 그 부분품(840732,
840733, 840734, 840991)의 경우 한-인도 CEPA 양허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충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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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CEPA 품목 미인정으로 인한 관세부과 △열악한 물류 인프라, 잦은
파업 등으로 인한 긴 통관 소요시간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행정지연 등
비관세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와 인도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리스크 증
가 등은 우리 기업의 인도 현지조달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완성차 업체의 전략은 현지조달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인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지조달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도기업의 전략에 따라 동
반 진출한 부품기업들 대부분 현지조달을 확대하고 있다.124) 현재 완성차 업
체의 경우 중간재(또는 원자재)의 80% 이상을 인도에서 조달하고 있다.125)
한편 인터뷰에 응한 우리 자동차부품 기업들 대부분은 60~90%를 인도 현지
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도의 자동차 산업 통상환경과 인도 진출
우리 완성차 기업의 현지조달 우선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예정으로 우리 자
동차 기업들의 현지조달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 외 조달처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등이 있었으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한국기업의 대아
세안 투자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동차부품 기업 일부는 베트남, 태국
등의 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라 응답했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아세안 이전과
인-아세안 FTA에 기인한다.

(2018a), p.106.
124) 자동차 산업은 규모집약형 산업으로 부품산업의 경우 전문공급자형 특성을 보이고 있어 공급의 글로
벌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자동차는 3,000여 개의 파트와 20,000개가 넘는 부품을 필요로 하
고 있어 GVC 중 가장 복잡한 공급사슬을 보이고 있으며, 각 공급별 선도기업(완성차업체)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수호, 최정일(2016), p. 77.
125) 완성차 업체의 경우 원부자재에 대한 매입보다는 부품 위주의 조달을 하고 있는데 모듈, 에어컨 등 부
품 매입액 규모는 4조 6,907억 원이며, 강판과 페인트 등의 원부자재에 대한 매입액 규모는 5,751억
원으로 90% 수준이다. 본사 기준의 2018년 부품 매입규모는 45조 6,595억 원이며, 원부자재 매입
액 규모는 3조 9,903억 원으로 부품 매입액이 전체 자재 매입액의 90% 이상이다. 현대자동차 사업보
고서(2018), p. 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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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완성차 업체의 국별 조달비중(완성차 기준)

자료: 현지 인터뷰(완성차 업체 관계자), 인도 첸나이(2019. 8. 7).

글상자 5-1. 자동차부품 기업의 조달 사례

A사의 경우 인도에서 65%를 조달하고 한국, 중국, 터키에서 각각 30%, 3%, 2%를 수입하고
있다고 했다. A사의 인도 현지조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조달 이유는 가격경쟁력
보유, 납품기한 준수 및 단축 등이라고 답했다. 인도 내 조달은 한국 협력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한편 A사는 향후 태국, 베트남을 통한 조달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가격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와의 FTA 체결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B사는 인도 60%, 한국 25%, 중국 7%, 베트남 3%, EU 2%, 미국 1%, 일본 1%로 조달하
고 있다. 인도 현지 매입이유는 환율 및 세금문제, 가격경쟁력, 리스크 분산 등이 있다. B사는
환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90% 이상을 인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모기업의 조인트 벤처가 있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일부 조달할 예정이다.
C사의 경우 한국 본사로부터 9%를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납품처를 통해 인도 현지에서
구매하고 있다. 납품처를 통한 철강 수입의 50%는 한국산이며, 41%는 인도산이다. 현지국 매
입 이유는 주요 거래선의 지정이며, 인도정부의 철강 세이프티가드도 영향을 미친다.
D사는 인도 현지기업에서 61.7%를 조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29.7%, 나머지는 일본 1.4%,
중국 1.2%, EU 0.2%, 싱가포르 0.1%, 기타 5.6%로 조달하고 있다. 인도 현지조달의 이유
는 가격경쟁력 보유, 납품기한 준수, 환율 리스크 분산 등이 있으며, 특히 비용절감을 위해 인
도 진출 협력사보다는 현지기업을 통한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 한국 외 지역에
서의 수입의 주요 이유는 가격경쟁력 보유 및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다. 한국
에서 수입은 동일회사 그룹에서 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 내 거래업체(고무류)들이 베트
남으로 이전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부품의 경우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비용이 크게 차이
나 거리가 멀 경우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인도 내 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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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계속

E사는 인도 현지조달 비중이 90%, 한국으로부터 6~7%,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2~3%, 1%를 수
입하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에서 많이 조달했으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달을 90% 수
준까지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현지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지 생산이 불가한 품목, 품질 등의
이유로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인도 내 제조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 제조제품이 가
격경쟁력이 있어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료: 현지 인터뷰(자동차 부품 업체 관계자), 인도 첸나이 및 델리(2019. 8. 6~9).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인도 거점의 수출을 확대하
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판매 및 수출량은 71만 대(2018년 기준)로 인도 내수
비중은 77.5%(55만 대)이며, 22.5%(16만 대)를 수출했다. 특히 인도 생산차
종을 선호하는 중남미, 아ㆍ중동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완성차 업체의 본사 기준 중남미 제품 판매량 32만 대 가운데 19.4%인 6만
2,000대가 인도산이며, 아 ㆍ 중동의 경우 전체 수출 30만 대의 30%인 9만
대가 인도에서 제조된 차량이다.126) 한편 완성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베트
남, 필리핀 등 아세안국에는 3만 대 규모의 CKD(Completely Knock
Down) 제품 수출을 진행했다. 부품기업은 대부분 인도 내에서 판매하고 있
는 상황인데 EU, 미국, 한국, 브라질 등으로 일부를 수출하고 있다. 일부 부
품기업들은 인도의 상품수출진흥제도(MEIS: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활용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
했다.127) 한편 인도 진출 한국 부품기업들은 인도 내에서 고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은 정부 인증 획득, 자체 시험설비
보유 등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126) 인도산 모델 중 그랜드 i10과 i20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적이며 기능적인 SUV 크레
타는 중동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현대차, 포드 제치고 인도 최대 車 수출기업으로 부상｣(2018. 9.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31).
127) MEIS란 상품 수출시 2~5%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MEIS 인센티브는 중간재에 대한 수입
관세 또는 현지 매입 소비세 납부를 대신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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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완성차 업체의 지역별 판매비중

자료: 현지 인터뷰(완성차 업체 관계자), 인도 첸나이(2019. 8. 7).

글상자 5-2. 자동차부품 기업의 판매 사례

A사는 대부분 인도 내 협력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일부 미국에 소량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 수출을 통해 MEIS 혜택을 받고 있다.
B사의 판매비중은 인도 80%(현대차 70%, 제3국 기업 10%), EU 10%(슬로바키아 및 터키
현대), 한국 모기업 10%다. B사의 한국 모기업에 대한 주요 수출 이유는 인도의 MEIS 혜택
을 받기 위해서이다.
C사는 주요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처는 인도 내 협력업체로 96.5%를 납품하고 있으며, 3.5%
는 브라질의 동일회사 그룹으로 수출하고 있다. 브라질 수출 이유는 운송비 등 다른 비용을 고
려해도 인도 생산이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D사의 판매비중은 인도 87%, EU 9.3%, 일본 1%, 한국 1% 등이다. 인도 내 판매는 협력업
체로의 판매가 대부분이며 시트로엥, 르노 등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납품은 미미한 수
준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생산하고 있지 않은 구형 모델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 EU
의 글로벌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E사의 주요 생산제품의 인도 내 판매비중은 85%이며 체코에 15%를 수출하고 있다. 인도 내
판매는 대부분 협력업체로 일부 현지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수출은 체코에 진
출한 협력업체로의 수출이다.
자료: 현지 인터뷰(자동차 부품 업체 관계자), 인도 첸나이 및 델리(2019. 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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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전자
1) 투자 및 교역 현황
인도는 13억 명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자제품 생산지로 부상하
고 있다. 지난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인도의 전자 산업 연평균 생산증가
율은 10.9%로, 상위 15개 전자 산업 생산국 가운데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증
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성장에 따른 인도 내수시장 확대와 인도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으로 최근 글로벌 휴대전화 생산기업들이 인도 내 제
조공장을 설립ㆍ증설하면서, 휴대전화 연평균 생산증가율은 17.3%를 기록
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인도 전자산업 투자진출은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인
1990년대 중후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출로 본격화됐다.

그림 5-20. 인도의 전자제품 분야별 생산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주: 품목분류(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Reed Electronics Research)의 분류기준).
① 컴퓨터 : PC, 주변기기, 입출력장치, 전용부품 등
② 사무기기 : 전자계산기, 금전등록기, 복사기 등
③ 제어기기 : 산업용제어기기, OSC, 분석기 등
④ 의료기기 : X-레이, 방사선기기, 보청기 등
⑤ 무선통신기기 : 레이다, 휴대폰, 방송기 등
⑥ 유선통신기기 : 교환기, 전화기, 자동응답기 등
⑦ 가정용전자 : TV, DVDP, 음향기기, 시계, 조명 등
⑧ 전자부품 : 다이오드, TR, IC, 캐패시터, 저항, 스위치 등
자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201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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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995년 Venugopal Dhoot of the Videocon 그룹의 RCSPL
과 51 대 49의 지분 비율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하였으며, 1998년 26%,
2002년 23%의 지분을 매입해 100% 단독투자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LG전
자 또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협상의
난항 가운데 인도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1997년 단독투자 형태로 진출하였다.128) 이후 한국기업은 인도 가전산업의
주요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인도에 진출한 전기전자 분야의 기업 수
는 자동차 분야의 1/3 수준에 불과한데, 인도 전자산업 생태계의 미발달로
인해 동반진출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도에 진출한 전자기업 대부분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형태로 생산하고 있다.129)

그림 5-21. 한국의 대인도 전자 분야 투자 추이

b. 투자금액

a. 신규법인 수
(단위: 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9. 10).

128) 최순규, 이재은(2008), pp. 43~64.
129) “Consumer durable players take the CKD route to beat higher import duties”(2018. 1.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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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인도에 대한 전자제품 수출은 산업용 전자제품 위주였으나
2010년 이후 전자부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전자부품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130) 이는 인도 내 휴대전화 제조 확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대인도 반도체(MTI 831) 수출이 2016년 이후 급격한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정부가 휴대전화 관련 관세를 높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샤오미 등 주요 휴대폰 생산업체들이 인도 내 제조를 확대하고 있어,
인도 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전자제품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긴 하나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22. 한국의 대인도 전자(MTI 8) 수출입 추이

b. 수입금액

a. 수출금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9. 9. 10).

130) 삼성전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 최대그룹인 릴라이언스 자회사와 4G LTE 네트워크 장비
단독 공급계약을 체결로 이 기간에 산업용 전자제품(MTI 81)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했다. 2017년
10억 8,500만 달러를 기록하던 무선중계기(MTI 812720)의 대인도 수출은 LTE네트워크 공급 계약
기간 이후인 2018년 9,700만 달러로 축소되면서 산업용 전자제품 수출이 급감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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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VC 구축 현황
인도의 전자제품 생산시장은 SKD(Semi Knock Down) 위주로 CKD 단
계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는 가운데, 인도정부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조정
을 통해 전자제품의 부품생산을 도모하고 있다.131) 전기전자 산업 특히 휴대
전화의 경우 현지 제조 생태계가 매우 미흡한 관계로 한국기업의 부품 현지조
달 비중이 매우 낮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전에
있어서도 주요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완성품 제조업체의 인도 조달비중은 7%에 불과한 상황이
다. 인도 내에서 조달하는 부품도 80%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20%를 인도기업 또는 현지 진출 외국계 기업에서 조달한다. 현지조
달 비중이 낮은 이유는 아직 인도 내 휴대폰 주요 부품 제조기반이 갖춰져 있
지 않아 사출과 충전기 관련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현지조달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한편 휴대전화 완성품 제조업체는 한국에서 45%, 베트남에서 21%, 싱
가포르에서 6%를 수입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금속가공 등 부품 산업 인프
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제조한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2020년까지 전자제품순수입 0을 목표(Net Import Zero)로 인
도 내 전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세인상, 수정특별인센티브(MSIP:
Modified Special Incentive Package)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
어 한국기업의 인도 내 조달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132) 최근 인도정부의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PMP) 시행에 따른 관세인상으로 글로벌 휴대전화 제

131) 인도정부는 무선 통신기기에 있어 SKD(Semi Knocked Down)에서 CKD(Complete Knocked
Down) 제조 단계로 전환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19), p. 10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0).
132) 전자 산업은 IT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와 WTO 가입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아웃소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비교우위 요소 변화에 따른 산업내 가치
사슬 구조분업이 촉진되어 글로벌 차원의 산업입지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대영(2015), p. 70.
이러한 상황가운데 인도정부는 전자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
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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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휴대전화 완성품 업체의 국별 조달비중

자료: 현지 인터뷰(휴대전화 완성품 업체 관계자), 인도 델리(2019. 9. 24).

글상자 5-3. 전자부품 기업의 조달 사례

A사의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조달비중은 한국 35%, 중국 15%, 태국 7%, 인도 40%, 일본
3%다. 태국에서의 수입 이유는 인도 현지 생산능력 부족으로 태국에 진출한 동일 회사그룹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일본진출 한국기업으로부터 특수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 한편 가격
경쟁력과 납품기한 단축 등에서 인도 현지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인도 현지 제품 조달을 확대
할 예정이다.
B사는 인도에서 81%를 조달하고 있다. 한국 2%, 중국 13%, 태국 5%, 싱가포르 5%의 비중
으로 모터 등 주요 부품 위주로 수입을 하고 있다. 인도 내에서 제조된다 하더라도 품질, 원가
측면에 있어 수입제품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구매품목이 기능품 위주로 조달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의 경우 한-인도 CEPA로 0%를 적용받는 품목에 대한 수입, 중국의 경우 신규 생산품 관련 부
품 수입을 검토 중이다.
자료: 현지 인터뷰(전자부품 업체 관계자), 인도 델리(2019. 9. 23~24).

조업체들은 인도 내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마련하였으며, 인도 내 휴대전화
생산이 급증했다. 삼성전자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증설했으며, 이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 SDI 등 관련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하고 있어 인도
현지조달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인도 내 전자산업 생태계가 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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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향후 한국기업의 인도 내 조달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전부품을 제조하는 부품기업의 인도 현지조달 비중은 휴대전화 완성
품 제조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인도 내 전자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인도의 가전부품 제조가 확대된
다면, 우리 부품기업의 인도 내 조달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133)
인도를 통한 한국기업의 전자제품 수출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나 차이나 리
스크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에서의 제조를 인도에서 대신하려는 움
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인도를 통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 삼성전
자가 인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공장을 건설하면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휴대전화 해외 수출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중국 및 베트남
공장이 수출기지 역할을 했으나, 2019년 중국에서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완
전히 철수하면서 중국에서의 수출물량 일부를 인도에서 수출할 것으로 보인
다.134) LG전자 또한 인도를 아프리카, 중동 등의 수출기지로 활용하려는 전

글상자 5-4. 전자부품 기업의 판매 사례

A사의 경우 현재 인도에서 100%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기업의 비중이 80%이며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비중이 20%다. 미-중 분쟁 이후 글로벌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들의 글로벌 소싱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EMS는 단기고객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설비 투자
시 투자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B사는 인도 현지 협력사에 99% 납품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현지기업에 0.5% 정도 수출하고 있
다. 스리랑카의 경우 현지기업의 요청으로 소량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협력사 납품만으로도
여력이 없어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
자료: 현지 인터뷰(전자부품 업체 관계자), 인도 델리(2019. 9. 23~24).

133) 베트남의 경우 전자부품 생산이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연평균 20.2%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인
도의 전자부품 성장률은 2%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2019), pp. 7~8.
134)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완전히 철수한다. 중국 내 스마트폰 사업 부진과 인건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철수와 동시에 삼성전자는 ODM(제조업체개발생산)을 늘리고
베트남, 인도 등 새로운 지역을 주력 생산기지로 키워 효율성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올라서’ 삼성전자, 中 스마트폰 공장 완전 철수｣(2019. 10.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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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도를 통한 전자제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135) 부품업체의 경우 인도 내 판매를 우선하고 있으며, 수출계
획 또한 없다. 이는 인도 전자 산업의 생태계가 아직 구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현지기업과의 GVC 구축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인도에 진출한 자동차 및 전자 분야 관련 한국기업들이 겪는 현지기업과의
GVC 구축 관련 문제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낮은 기술수준과 비
즈니스 문화 차이,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미흡 등 인도 현지기업과 협업의 어려
움이다. 한국기업들은 인도기업과 GVC 구축을 위해 기술지원, 납기가 늦어질
것을 대비한 일정관리, 인도자동차부품제조협회(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를 통한 협력업체 발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현지업체와의 협업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특정 기업
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동일한 부품이라도 협력업체를 이원화해 제조하
는 기업도 있다.
둘째,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인도 내 생산품 가격
이 한국 등 기타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해도
정전이 자주 일어나 정전에 대응하는 자체 설비를 갖춰야 하며, 가뭄으로 인
한 물 부족에 대비해야 하는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에 추가적인 비용
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열악한 물류인프라로 물류비용을 고려해도 해외 생
산품 가격경쟁력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인도 내 GVC 구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135) “LG looks India as its manufacturing hub for global markets”(2018. 3. 4),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9. 10. 21).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ㆍ 227

한국기업이 인도 현지기업과 GVC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정부 또는 인도
정부의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조달처 및 판매처 정보 제공, 현지의 물류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서비스연결비용(항만, 도로, 철도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와 통
관, 인허가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비용) 절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글상자 5-5. 현지기업과의 GVC 구축 애로사항 사례

A사의 경우 인도 현지기업의 납기준수 마인드 미흡, 특히 긴급대응이 필요할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열악한 도로 인프라 또한 현지기업과의 협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B사는 인도 현지기업의 신뢰도 파악이 어렵다는 점과 거래 지속성 및 경영 활동상 신뢰성이 결
여된 점을 인도 현지기업과의 GVC 구축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C사는 인도 현지기업의 낮은 기술력과 인프라 문제(전기를 이용하는 자동화 생산부품의 경우 가
격경쟁력이 낮다는 점, 물 부족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를 꼽았다.
D사는 △현지기업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로 일정, 기한 엄수가 어려움 △기술력 미흡 △샘플 제
품과 실제 납품되는 제품이 다른 점 등 신뢰도 문제 △미흡한 공시제도로 협력업체의 자산상태
등을 알 수 없는 등 협력업체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도 현지기업과의 GVC 구축이 어렵다고 했다.
기타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들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력 부재와 물류인프라 미비를 GVC 구축 장
애요인으로 꼽았다.
자료: 현지 인터뷰(전자제품 및 부품 업체 관계자), 인도 델리(2019. 9. 23~24).

글상자 5-6. 인도 관세정책 변동 사례

인도정부는 2018년 TV 패널의 현지 제조를 도모하기 위해 0%였던 개방형 셀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도정부의 TV 패널 생산의 글로벌 과잉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
으로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TV 패널의 인도 현지 제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과 업
계의 반발로 인도정부는 바로 다음 달인 3월 관세를 5%로 인하했다. 하지만 TV 제조사들은 현
지 생산을 확대하는 대신 FTA가 체결된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완성품을 수입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TV 생산을 중단하고 베트남에서 수입했으며, LG전자도 수입
을 검토하고 있었다. 인도 가전제조사협회에 따르면 2017년 1만 6,000개의 베트남 TV 수입이
2018년 60만 개로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방형 셀 관세변동은 궁극적으로 인도정부가 추
진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인도정부는 결국 2019년 9월 개방
형 셀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했다.
자료: 현지 인터뷰(전자제품 및 부품 업체 관계자), 인도 델리(2019. 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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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정부의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는 한국기업의 대인
도 GVC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글상자 5-5 참고).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대인도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역협정 또는 인도
정부에 대한 정책 조언 등을 통해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에 대응할 필요
가 있다.

3. 소결
가. 아세안 설문조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
류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ㆍ부품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조달
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하게 조달하고 있다. 다만 업종별
로는 조달구조가 조금씩 달랐는데, 전기전자는 중국으로부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조달하는 데 비해 자동차ㆍ기계는 현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
로 조달하고 있다. 섬유ㆍ의류는 진출한 국가별로 달리 나타났는데, 베트남
진출기업은 한국과 현지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가장 많이 조달하나 인도네
시아 진출기업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조달하고 있다. 전기전자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자동차ㆍ기계
는 본국인 한국과 현지에 진출한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에서 많이 조달
하고 있다. 섬유ㆍ의류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
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CMT 및 OEM 생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요 고
객사와의 관계가 더 깊은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의 원재료ㆍ부품 조달에 있
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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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청 혹은 지정 등이었다. 이에 반해 현
지에서 조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는 현
지에 적합한 원재료ㆍ부품이 없다는 점이고 섬유ㆍ의류는 주요 거래처의 지
정이나 요청으로 인해 대체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다만 모든 업종에서 향후
현지로부터의 원재료ㆍ부품 조달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ㆍ의류기업은 그 비중이 더욱 높았다.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아세안(현지국과 주
변 아세안, 전체 제품 판매의 45.4~51.6%) 시장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역시 수입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도네시아 진출 섬유ㆍ의류는 OEM 생산방식
및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로 인해 미국과 EU가 가장 큰 수출시장이었다. 한국
기업의 제품판매는 주요 고객이나 관계사 및 협력업체와 많이 거래하는 특징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 특정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
도,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ㆍ기계
는 관계사나 협력업체와의 거래 못지않게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은 현지에서의 GVC 구축이나 참여 활성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
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었다. 현지기업과의 GV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노력(경쟁력 보유, 안정된 품질 및 관리능
력 보유, 현지 거래선 발굴 노력, 현지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종업원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 등)도 필요하지만 현지기업의 노력(종업원의
기술력 및 질 향상,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생산, 생산 안정성 및 납기 준수, 현
지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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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로 한국이 가장 많이 진출한 섬유ㆍ의류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과 투자진출 경로를 파악하였다. 섬유ㆍ의류는 기대 이상으로
높은 비중으로 단순임가공 형태의 CMT 방식 운영, OEM 생산, 주요 고객사
와의 깊은 관련성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는 베트남보다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당수 섬
유ㆍ의류 기업들이 최초 진출국을 떠나 현지로 이전하였는데, 대부분은 인건
비와 조달비용 등의 코스트 급상승과 노동력 확보 곤란 등에서 비롯되었다.
섬유ㆍ의류는 많은 기업이 현재의 사업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
성 향상이나 사업ㆍ투자 확대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일부
(전체의 10.1%)는 다른 국가나 현지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 인도 사례조사
인도의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은 발전 단계가 다르다. 자동차 산업이 성
숙 단계라고 한다면 전자 산업은 발전단계 초기에 머물러 있는데, 상이한 산
업 발전 단계는 한국기업의 GVC 구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조달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관련 생산 네
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데 반해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미흡한 수준으로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조달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전자는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인도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에 대해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 등 인도 현지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
어, 우리 자동차 및 전자 제조기업의 현지조달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구조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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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의 경우 인도 거점의 수출을 시작하
는 단계에 있다. 인도정부의 제조 확대 정책 및 수출 인센티브 정책 등에 힘입
어 자동차 및 전자 분야 한국기업의 인도 거점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특히 전자 분야의 경우 차이나 리스크 확대로 새로운 생산기지로 인
도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어 인도 거점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기업은 △인도 현지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인도의 열악한 인프
라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와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GVC 구축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들의 노
력과 함께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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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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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가. 생산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특징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GVC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무역진
흥기구(日本貿易振興機構)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지 일본기업의 원재료ㆍ부
품 조달구조를 살펴보았다.136) [그림 6-1]에 의하면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
본기업(제조업)은 대체로 전체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진출 기업보다 상대적으
로 현지조달 비중이 낮고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
을 보였다. 국별로 보면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국가로 태국, 인도,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본기업이 일찍부터 진출해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전되었거나 전기전자와 수송기계를 중심으로
최근 진출이 활발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본 본국으로부터 원재료
와 부품을 조달하는 비중은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 인도 순으로 높았다. 아세안과 인도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많은 외
자기업들이 진출했지만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는 아세안(현지국 제
외)에 대한 조달비중도 높은데, 이는 최근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추구
하는 ‘Thai plus One’ 전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높아지
는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China plus One’ 전략을 추진했던 일본
기업들은 2010년대 들어 자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태국에서 자
연재해 발생, 정치ㆍ사회 불안 지속,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136) 일본무역진흥기구는 1987년 이래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20개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일본 측
지분 10% 이상의 기업이나 일본기업 지점ㆍ주재원사무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
으며, 2018년에도 1만 3,415개(아세안 8,974개, 인도 87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5,073개 기업으로부터 응답(유효응답률 37.8%)을 받았다. 日本貿易振興機構(2018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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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음에 따라 주변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단순가공품목을 중
심으로 많이 진출하였다. 따라서 ‘Thai plus One’은 태국을 거점으로 활용
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범용 및 모듈제품 위
주의 단순임가공 제품의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더 크게는
최근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 인건비 급상승, 차이나 리스크 증가 등
으로 인해 효율적인 생산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기업
들이 아세안 내 주요 생산거점을 국별로 세분화하거나 주변국으로 일부 생산
공정을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137)

그림 6-1.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국별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제조업)
(단위: %, 복수응답)

주: n은 응답기업 수, 전체는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진출기업 전체를 의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3, 2016, 2018a)를 토대로 저자 작성.

137) 정재완(2018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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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원재료ㆍ부품을 조달하는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높고 그 외 많
은 국가에서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급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늘어나는 것도
배경이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들 국가의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현
지에 진출한 일본기업, 더 나아가 외자기업이 필요한 원부자재를 중국으로부
터 많이 수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시아ㆍ오세아니아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전체적인 현지국 내에서의 원
재료ㆍ부품 조달구조는 최근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남방
지역 진출 일본기업들의 현지국 내 조달구조는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국별로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현지국 기업으로부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원재료ㆍ
부품을 조달하나 최근 그 비중을 낮추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조달구조에
서도 현지국에서의 조달비중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배경으로는 일본기업
들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른 현지 진출 일본기업들로부터의 조달비중 상승
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역으로 현지기업으로부터의 조달비중은 낮아진다는
의미다.
반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진출 일본기업은 현지에 진출한 자
국기업들로부터 많은 비중의 원재료ㆍ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필리핀 진출 일
본기업은 전체 조달구조에서도 일본 본국으로부터 40% 가까이 조달하고 필
리핀 내 조달구조에서도 일본계 기업들로부터 60% 가까이 조달하는 점을 보
면 현지국의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관련 현지기업의 활동이 활발하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일본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활발히 진출해 있기에 이들을 통한 조달률이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역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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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일본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싱가포
르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최근 현지국 기업으로부터 조달비중 상승, 현지진
출 일본계 기업으로부터의 조달비중 감소, 현지에 많이 진출한 다국적기업들
로부터의 조달비중 상승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인도와 싱가포르를 제외
한 역내 많은 국가에서 일본기업 간 생산-판매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6-2.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현지국 내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제조업)
(단위: %, 복수응답)

주: n은 응답기업 수, 전체는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진출기업 전체를 의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3, 2018a)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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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업종별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6-3]이다. 일본이 활발하게 진출한 전기기계기구 업종의 경우 국
별로 상이한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이 가장 많이 진

그림 6-3.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업종별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제조업)
(단위: %, 복수응답)

주: n은 응답기업 수를 의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3, 2014, 2015, 2016, 2017, 2018a)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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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태국에서는 현지에서의 조달률이 최근 5년 사이 38.1%에서 44.8%로
높아졌고 본국으로부터의 조달률 역시 전체의 1/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말
레이시아에서는 오히려 현지에서의 조달률은 낮아지고 본국으로부터의 조달
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베트
남에서는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조달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본국과 현지로부
터의 조달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기계기구는 다른 업종과 달리 상대적으
로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으나 최근에는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현지국의 관련 산업이 발달한 것보다는 외자기업과 일본기업이 많이
진출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신남방지역,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에 진출한 화학과 의약
분야 일본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현지에서 가장 많이 원재료ㆍ부품을 조달하
나 최근에는 비중을 낮추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 본국으로부터도 많이 조
달하나 이 역시 비중을 낮추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는 현지국을
제외한 아세안으로부터의 조달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조달비중이 최근 5년 사이 약 5%p 높아졌다. 철, 비철금속,
금속 분야의 경우 현지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는데, 특히 인도와 태국 진출 일
본기업들의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최근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원재료의 현지조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조달비중은 최근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여
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로 대표되는 수송기계업종의 경우 현지 진출 일본기업들은 태국과
인도에서는 절반 이상을 현지에서 원재료ㆍ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이들 국가
에서는 현지조달 비중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계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와 관련이 깊다. 최근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현지에서의 조달보다 본국으로부터 조달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ㆍ 239

하는 비중이 높다. 태국에 비해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진출이 상대적으
로 부진한 것이 배경이다. 최근 자동차를 본격 생산하고자 하는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들은 아세안(현지국
제외)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을 낮추고 있다.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진출 일본기업들은 외국으로의 수출보다는 현지판매
를 크게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는 일본기업의 최대 투자진출
목적이 대부분 국가에서 현지 내수시장 개척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일본무
역진흥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도 라오스
와 필리핀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에서 현지시장 판매를 우선하고 있고 비중 또
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구 13억 명의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 자동차
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일본기업이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서
는 내수판매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역시 현지 진출한 일본기업 간에
구축된 생산-판매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의미다. 내수시장이 협소한
라오스와 전자업종 기업이 많이 진출해 제조가공을 통해 해외수출을 많이 하
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 필리핀, 라오
스, 말레이시아 등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싱가포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아세안(현지국 제외)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재수출이 전체 수출의 50%가량을 차지하는 특수성과
내수시장 협소가 배경이고, 라오스와 말레이시아 역시 내수시장이 좁은 것과
관련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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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n은 설문조사 응답기업 수를 의미하며, 전자는 내수와 수출 구조, 후자는 수출 구조에 대한 응답기업 수.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3, 2018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6-4.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제품 판매 및 수출 구조(제조업)
(단위: %, 복수응답)

신남방지역 내에서 인도와 아세안 국가 사이를 살펴보면 인도에 진출한 일
본기업은 최근 5년간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2.8%에서 3.3%로 늘렸으
나,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인도로 수출하는 비중을 미미하게만 유지하
고 있다. 다만 [그림 6-4]에서 볼 수 있듯이 싱가포르는 중계무역항의 기능으
로 인해 그리고 태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인도에
대한 수출비중이 최근 소폭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체결한
태국ㆍ인도 FTA(2004년 9월 발효), 싱가포르ㆍ인도 FTA(2005년 8월 발
효), 아세안ㆍ인도 FTA(2010년 1월 발효)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생산 네트워크 구축 애로사항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아시아ㆍ오세아니아에 진
출한 일본기업에 비해 원재료ㆍ부품의 현지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싱가포르 제외). 전반적으로 후발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미얀
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과 제조업 발달이 부진한 필리핀에서 원재료ㆍ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싱가포르에서
는 현지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낮았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는 의외로 현지조달 어려움이 최근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빠른 기술발전과
부품의 짧은 변경주기(life cycle)에 비해 현지기업의 대응능력이 낮거나 늦
기 때문이다.
국별로 살펴보면 현지 진출 일본기업들은 필리핀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는 두 번째 높은 순위,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는 세
번째 높은 순위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재료ㆍ부품의 현지조달 어려움을 지
적하고 있다.138) 인도 진출 일본기업들도 절반이 넘는 비율로 현지에서 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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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ㆍ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경영 애로사
항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지적하였다.139)

그림 6-5.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중 GVC 관련 내용(제조업)
(단위: %, 복수응답)

원재료ㆍ부품의 현지조달 어려움

일본 이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원재료ㆍ부품의 존재

주: n은 응답기업 수를 의미하고, 전체(아시아ㆍ오세아니아)의 괄호 안 순위는 전체 응답기업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
중 순위를 뜻한다.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3, 2015, 2016, 2018a)를 토대로 저자 작성.

138) 日本貿易振興機構(2016), pp. 34~35.
139) 日本貿易振興機構(2016),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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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높은 비중으로 자국 이외 지역에서 조
달할 수 없는 원재료ㆍ부품이 있다고 답했는데, 최근에는 다소 그 비중이 낮
아지고 있다. [그림 6-5]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도 역시 77% 수준으
로 높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높은 비중이 나타난
것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제품주기와 기술발전 속도,
자동차의 전장화, 첨단기술의 대거 등장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들 품목은 대개 일본 이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핵심 부품을 의미한다.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꼽은 일본 이외 지역에서 원
재료ㆍ부품을 조달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6-6]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품질과 기술면에서 일본 수준을 따라올 수 없다는 점이고, 다음으
로 거래선의 재료와 부품 조달선 지정으로 인한 변경 곤란, 생산의 안정성 및
납기 측면에서 일본의 우위 등을 들고 있다. 특히 품질과 기술면에서 일본 이
외 지역에서의 생산 불가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80% 중반에서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지적되고 있다. 그 외로는 특정 국가(말레이시아와 인도)
에서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 측면에서 일본의 경쟁력 보유,
사양변경ㆍ서비스ㆍ관리 측면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곤란, 일본 내 조달
선과의 관계해소 곤란 등도 이유로 들고 있다.140)

140) 日本貿易振興機構(2016),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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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자국 이외 지역에서
원재료ㆍ부품을 조달할 수 없는 이유(제조업)
(단위: %, 복수응답)

주: n은 응답기업 수를 의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3, 2014, 2015, 20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향후 생산 네트워크 구축 전망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원재료ㆍ부품 조달을 점차 확
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본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인도, 베
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현지국 조달비중을 확대한다고 답한 기업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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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그림 6-7 참고). 아세안으로부터 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
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거나 현지국의 산업수준이 비교
적 낮아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지국
의 획기적인 산업발전이나 현지국 기업의 급성장이 없는 한 현지에 진출한 일
본기업끼리의 협력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에 진출한 일
본기업의 경우도 아세안으로부터 향후 원재료ㆍ부품 조달을 확대하고자 하
는 비중이 13.7%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현재 아세안으로부터의 조달
비중 7.6%보다 높아 주목된다.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인도로부터 조달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로부터 조달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아세안 진출 일본
기업이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많았고 전체에 비해 수송기계 분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 진출 일본기업들은 수송기계 분야에
서 인도로부터 원재료ㆍ부품을 더욱 많이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7.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향후 원재료ㆍ부품 조달 방향성
(단위: %, 복수응답)

현지국으로부터의 조달비중 확대

아세안으로부터 조달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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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계속

인도로부터의 조달비중 확대:

인도로부터의 조달비중 확대:

인도로부터의 조달비중 확대:

아세안 진출기업 전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태국 진출기업

주: n은 응답기업 수, 전체는 아시아ㆍ오세아니아를 의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8a), p. 49.

아시아ㆍ오세아니아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향후 현지에서의 원재료ㆍ부품
조달비중을 확대하는 이유로 비즈니스 효율화를 위한 비용절감을 가장 많이

그림 6-8.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진출 일본기업의 향후
원재료ㆍ부품 현지조달 비중 확대 계획 이유
(단위: %, 복수응답)

주: n은 응답기업 수, 전체는 아시아ㆍ오세아니아를 의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7), p. 49.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ㆍ 247

선택하였다(그림 6-8 참고). 다음으로는 납기 단축, 리스크 분산,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도 현지에서의 조달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아세안으로부터 조달
확대를 고려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나 납기 단축보다는 리스크 분
산을 더 중시하고 있다.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전체적으로는 향후 1~3년 내 수출시장으
로 아세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일본, 인도, 중국 순으로 중요
한 수출시장으로 고려하고 있다(그림 6-9 참고). 인도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아세안과 일본에 이어 유럽을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싱
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절반 이상이 아세
안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한 기업

그림 6-9. 신남방지역 진출 일본기업이 향후 1~3년 내 수출시장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가
(단위: %)

주: n은 응답기업 수, 전체는 아시아ㆍ오세아니아를 의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8a),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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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단위: %)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48.

은 일본 역시 30%대 중반의 비중으로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고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 중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국가에 진출
한 일본기업은 중국 역시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는 미국을 역시 향후 중요한 시장으로 고려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미-중 통상마찰과 보호무역주의 등은 해외진출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에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조사시점(2018년 11월)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15.2%, 영향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71.1%에 달했으나 2018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24.4%로 확대되고 영향이 없거나 모르겠
다는 응답이 57.9%로 줄어들었다.141)
미즈호종합연구소(2019)의 조사에 의하면,142) 미-중 통상마찰은 아시아
141)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일본기업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앙케트조사는 2002년 이후 매년 실시되며,
2018년도의 경우 일본기업 1만 4개사가 참가하고 유효응답률 33.8%(3,385개사 응답)를 기록하였
다.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p. i.
142) みずほ總合硏究所는 1999년 이후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2019년 2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4,297개 기업이 참가하고 유효응답기업은 1,07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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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국내기업들은 주로 중국기업을 비
롯한 거래선으로 있는 기업의 실적 악화, 자사 또는 거래선 기업 제품의 관세
인상 대상 포함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143) 또한 일본기업들은
향후 중국의 경기 감속, 미-중 통상마찰의 격화, 통상마찰의 아시아 주변국으
로의 확대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4) 반면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보호무역주의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생산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검토하는 기업이 각각 32.5%와 33.5%
인 데 반해 생산량을 줄였거나 감산을 검토하는 기업은 2.4%와 2.3%에 불과
할 정도였고 이는 조달과 판매 측면에서도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145)
G2 통상마찰에 따른 중국의 생산 및 수출 위축과 아세안ㆍ인도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가. 일본의 아세안 역내 자동차 생산 네트워크 구축:
도요타 중심
1) 아세안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본의 역내 생산 및 분업 네트워크
구축
아세안의 자동차 산업은 1950년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

酒向浩二, 高瀬美帆(2019), p. 51.
143) 酒向浩二, 高瀬美帆(2019), p. 7.
144) 酒向浩二, 高瀬美帆(2019), p. 8.
145) 日本貿易振興機構(2019),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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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KD 조립생산을 시작하면서 태동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아세안에 CKD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ㆍ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일본 자동차 기업
들은 일본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현지의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과 연계시켜 현
지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획득과 제3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예, 높은 수입관세 부여)을 유도하였다.
아세안이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을 폐기하고 집단적 외자의존형ㆍ수출지향
형 공업화전략(Strategy for Collective FDI-dependent an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을 추진하면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자동차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자 많은 일본기업이 이 흐름에 동참하
였다.146) 특히 일본기업은 아세안 각국이 독자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
는 것은 시장 협소로 어렵다는 점을 간파하고 아세안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아우르는 규모의 경제 전략과 이에 맞는 국별 전략적 분업형태를 구축할 것을
아세안에 제안하였다. 이것이 1988년 도입한 상표간 보완제도(BBC)의 기본
구상이다. 당시 BBC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동차 기업은 미쓰비시
(Mitsubishi)를 비롯 도요타(Toyota), 닛산(Nissan), 혼다(Honda) 등이었
으며, BBC 계획은 오늘날 일본기업들이 아세안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역
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147) 그
리고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세안산업협력계획(AICO, 1996년 시행)
도 아세안 역내로의 외자유치와 역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특히 일본 자동차
기업의 역내 자동차 생산 및 분업체계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
가받는다. 그 결과 아세안 주요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

146) 집단적 외자의존형ㆍ수출지향형 공업화전략을 뒷받침한 것이 아세안공업합작제도(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s) 수정(외자 허용비율 및 특혜양허율 대폭 확대 등), ｢아세안 투자보호협정(ASEAN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체결, 특혜무역제도(PTA) 개정(대상품목 확대, 비관세장벽
에 대한 현상 유지 및 점진적 철폐, 역내부품조달비율 인하 등) 등이다. 곽성일 외(2015a), p. 37.
147) 곽성일 외(2015a),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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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중복 투자를 회피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
참가하였고 인도네시아는 7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참가하였다. 이때부
터 일본 자동차 기업에 의한 아세안 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 공급 네트워크
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그림 6-11]과 같이 발전하였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국가별 전략 차종과
전략 부품을 선정해 집중 생산ㆍ수출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대표적인 차량이
도요타가 개발한 비오스(Vios, 1996년)와 다목적 차량(Innovative International
Multipurpose Vehicle, 1998년)이다. 특히 IMV의 1톤 픽업트럭과 AUV
(ASIAN Utility Vehicle, 승합차)는 각각 태국과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악하
였다.
2000년대 들어 높은 시장 장악력과 현지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을 활용하
고,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에 부응하면서 일본의 자동차 생산 및 분업네트워
크는 더욱 견고해지고 활성화되었다. 우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태국을 핵
심 생산거점으로 삼고 인도네시아 역시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하였다. 둘
째, 아세안이 1990년대 이후 공동유효실효관세(CEPT)와 ｢아세안상품무역
협정(ATIGA)｣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을 심화하고 확대한 것이 큰 도움이 되
었다. 이를 통해 아세안 내에서 자동차와 부품의 교역자유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역내 생산 및 보완적 분업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2010년대 이후에는 아세안 내 일본 자동차의 최대생산국인 태국에서
대홍수 발생, 정치사회적 불안 지속, 인건비 급상승 등이 이어지고 역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자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기반을 재구축하기 시작하였
다. 특히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인구 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배경으로 인도
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에 반해 태국에서는 태국정부의 자동차
정책과 보조를 맞춰 일본기업들이 거점 재편, 전략차종 변경, 아시아 생산 및
수출 거점화, R&D 거점 등으로 변신을 추구하였다. 넷째, 일본은 자동차 판

252 ㆍ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매와 관련된 할부금융사의 진출도 활발하였는데, 이것 역시 일본기업이 아세
안 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림 6-11]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일본의 아세안 자동차 생
산 및 부품공급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그룹인 도요
타는 물론이고 미쓰비시, 혼다, 닛산 등 다른 일본기업들도 유사한 생산 및 분
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베트남이 이러한 구조에 참여하
기 시작한 점이 2010년대 이전과 다른 점이다.
2010년대 아세안의 국별 자동차(4륜차 기준) 생산구조를 보면 태국이 최
대 생산국이고 인도네시아가 그다음으로 많이 생산하며 말레이시아도 아세
그림 6-11. 일본의 아세안 자동차 생산 및 보완적 부품공급 네트워크 체계

자료: Hiratsuka(2011), p. 23; Cheewatrakoolpong, Sabhasri, and Bunditwattanawong(2013), p. 26; Boguslawa
and Bobowski(2018), p. 412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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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6-11 참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생산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주요국에서 생산
된 자동차에서 일본 브랜드는 2018년 현재 태국 217만 대 중 91.5%, 인도네
시아 134만 대 중 98.0%, 말레이시아 56만 대 중 40.4%, 베트남 20만 대 중
25.0%, 필리핀 8만 대 중 53.5% 등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148) 아세안
전체 신차 판매 기준에서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서 2018
년 84.3~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비중이 98%
까지 높아진다.149) 이는 일본만이 인도네시아의 국산화 정책에 참여한 결과
이기도 하다.

그림 6-12. 아세안 주요국별 자동차 생산 현황 및 추이(2010~18년)
(단위: 대, %)

주: 2018년의 숫자는 국별 비중을 의미.
자료: ASEAN Automotive Federation Statistics(검색일: 2019. 7. 29)를 토대로 재구성.

일본의 완성차 업체 진출에 맞춰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업체 대부분
과 계열협력사, 부품전용기업 등도 아세안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예를 들
148) FOURIN(2019), pp. 33-93을 활용해 저자 계산.
149) FOURIN(2019), pp. 44-45를 활용해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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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아세안 주요국의 자동차부품 공급기업(supplier) 및 구조(2015년)
(단위: 사)

주: 박스 안의 숫자는 전체 부품 공급기업이고 1~3차 협력업체(Tier 1~3)를 포함.
자료: 塙賢治(2016), p. 6.

면, 스미토모 그룹에서 와이어하네스, 알루미늄전선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
는 스미토모전공(住友電工)과 스미토모전장(住友電裝)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40여 개의 생산 및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아세안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150) 이것
역시 생산 측면에서 일본이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큰 배경 중 하나다. 특히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아세안 역내의 많은 국가
에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고 특정 클라이언트(자동차 기업)에 종속된 생산
라인이 아닌 다수의 일본 및 다국적 자동차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부품
을 납품한다는 점이 한국의 자동차부품 업체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다(일본의
특정 자동차그룹 계열사는 제외). [그림 6-13]은 아세안 내 주요 자동차 생산
국의 자동차부품 공급기업(Tier 1~Tier 4 supplier) 4,200여 개 중 47%가
일본계인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아세안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태국에는
990개의 일본 자동차부품 기업이 진출해 있을 정도다.
150) FOURIN(2019), pp. 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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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와 같이 아세안 내에서 제조거점 네트워크와 부품공급 네트워크
를 구축한 가운데 판매 네트워크(혹은 딜러 네트워크) 역시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일본의 아세안 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공급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151) 일본이 아세안 역내에서 구축한 이러한 네트워
크는 일본기업에는 현지조달에 따른 비용절감, 각국 정부와의 정책 호응과
인센티브 적극 향유, 국별 특화전략 추진 등의 장점으로 기능하지만 역외 자
동차나 부품기업 혹은 신규 진출기업에는 커다란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2) 도요타의 아세안 역내 자동차 생산 및 분업 네트워크 구축 현황
세계 최대의 자동차그룹 중 하나인 도요타는 다이하쓰(Daihatsu) 공업, 히
노(Hino) 자동차를 포함해 그룹 산하의 부품기업인 아이신(Aisin) 그룹과 아
이산 공업(愛三工業), 자회사, 출자회사 등과 같이 아세안에 진출해 역내 최대
의 자동차 생산 및 부품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도요타
자동차는 1964년 시암시멘트와 합작으로 태국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1968년에는 말레이시아, 1973년에는 PT. Astra International과 합작으로
인도네시아, 1988년에는 GT Capital Holdings와 합작으로 필리핀, 1996
년에는 VEAM과 합작으로 베트남에 각각 진출했다.
도요타의 아세안 진출전략 중 다른 일본계 업체와 차별화되는 것으로는 아
세안 시장을 향한 전략차종을 적극 개발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도요
타는 1996년부터 중국 및 아세안 시장 전용차량으로 비오스(VIOS)를 개발ㆍ
생산하였다. 다음으로는 1998년부터 IMV와 AUV를 생산하였다. 이 중 IMV
의 대표차종인 1톤 픽업트럭은 태국 내 도요타의 자동차 총생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IMV와 AUV의 대표 차종인 아반자(Avanza), 포추너
(Fortuner), 이노바(Innova) 등도 인도네시아 내 도요타의 완성차 생산의 약
151) 竹田真宣(2017),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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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차지할 정도다.152) 도요타가 현지의 소비자 기호와 현지 정부의 인센
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전략차종을 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6월 현재 도요타 자동차그룹 중 완성차 생산과 관련해 도요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면서 아세안 주요국에 모두 진출해 있고, 다이하
쓰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집중하고 있다(표 6-1 참고). 상용차를 주
로 생산하는 히노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
해 있다. 최근 도요타는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얀마에도 진출할 계
획을 발표했다.

표 6-1. 도요타 자동차그룹의 아세안 내 국별 완성차 생산법인 현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도요타

2(4)

2(3)

1(2)

1(1)

1(1)

1(1)

다이하쓰

1(1)

1(2)

2(2)

1(1)

1(1)

1(1)

1(1)

4(6)

4(5)

2(2)

2(2)

히노(日野)
합계

3(5)

주: 괄호 안은 생산공장(조립생산 포함)을 의미하며, 미얀마는 2021년 생산 예정.
자료: FOURIN(2019)을 토대로 저자 작성.

2018년 현재 도요타 자동차그룹의 아세안 역내 완성차 생산은 128만 대
수준으로 전체 아세안 내 자동차 생산(437만 대)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도요타는 태국에서 60만 대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53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그 외 국가에서는 현지조립 위주로 소량 생산하고 있다.

152) FOURIN(2019), pp.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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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도요타의 아세안 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공급 체제(2019년 6월)

주: 등속 조인트(Continuous Velocity Joint)
* 표시는 다이하쓰나 Perodua 현지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자동차를 의미.
→ 표시는 자동차와 부품의 흐름을 나타내나 규모(volume)는 반영하지 않는다.
자료: FOURIN(2019), p. 93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표 6-2. 도요타의 아세안 내 국별 자동차 생산 추이 및 비중(2013~18년)
(단위: 대, %)

국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도요타

859,683

732,066

633,690

555,907

531,937

596,533

히노

21,933

9,909

11,484

12,420

12,561

소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도요타

163,038

209,632

183,555

218,720

231,970

184,969

인도

다이하쓰

309,690

320,632

282,329

316,500

318,727

345,154

네시아

히노

16,505

12,455

5,405

2,195

1,790

1,450

소계

태국

비중*

10,381 28.0

39.6

489,233

542,719

471,289

537,415

552,487

531,573

말레이시아

72,723

80,430

79,398

56,454

57,520

50,120

필리핀

35,505

41,648

49,057

55,039

61,972

46,121 57.8

22,265

27,140

34,351

38,796

41,960

51,832 25.9

베트남
합계

8.9

1,479,409 1,424,003 1,267,785 1,243,611 1,245,876 1,276,179 29.4

주: * 2018년 해당국가 자동차 총생산에서 도요타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FOURIN(2019)과 ASEAN Automotive Federation Statistics(검색일: 2019. 7. 29)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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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도요타의 태국 내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구조
차종별 수출 구조 및 추이(2013~18년, 만 대)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2016~18년, 만 대)

품목별 자동차부품의 수출추이(2016~18년, 억 바트)

자료: FOURIN(2019), p. 89.

[그림 6-14]를 통해 도요타의 아세안 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공급 네트워
크를 파악할 수 있다. 아세안에 진출한 도요타는 먼저 태국을 지역총괄 및 핵
심생산ㆍ수출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생산ㆍ수출거점으로 이
용하고 있다. 이 두 국가는 서로 완성차를 교환하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필리
핀, 베트남에 CKD 수출도 수행하고 있다. 도요타는 주로 태국은 디젤 엔진,
인도네시아는 가솔린 엔진, 필리핀은 변속기와 등속 조인트(Continuous
Velocity Joint) 등으로 특화해 부품을 생산하고 역내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요타는 태국을 아세안 내 R&D 거점으로 지정하고 에코카(Eco-Car),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전기차(EV)
등 태국정부의 차세대자동차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153) 인도네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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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정부의 저연비차량과 EV 개발정책에 협력하고 있다.
지역총괄 및 핵심생산ㆍ수출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태국에서 생산된 도
요타 자동차는 주로 1톤 픽업트럭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수출 규모
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약 29만 4,000대가 수출되
는데 이 중 1톤 픽업트럭이 72.1%를 차지할 정도로 도요타는 태국을 1톤 픽
업트럭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요타의 태국산 자동차는 주
로 아시아ㆍ대양주, 중동ㆍ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태국에서
도요타의 수출은 완성차(CBU), OEM 부품(Body 부품), 엔진 등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완성차가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한다(그림 6-15 참고).
생산ㆍ수출거점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도요타 자동차는 수출의 82.7%
가 완성차 형태로 수출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도요타 자동차는 2018년
현재 약 25만 대를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베트남, 남아공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전체의 약 45%가 아세안 역내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
되는 주요 차종으로는 [그림 6-14]와 [그림 6-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추
너, 아반자, 러쉬(Rush), 위고(Wigo), 비오스 등이 있는데, 이들은 도요타가
전략적으로 현지시장을 위해 개발한 차종들이다.
도요타가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내 자동차 생산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부품기업들과 공동으로 진출해 역내 분업체
계를 구축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도요타의 아세안 내 생산ㆍ수출거점인 인도
네시아를 예로 들면 생산되는 전략차종의 부품 75~85%를 인도네시아 내 기
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
계 기업이 조달하고 있다(그림 6-13과 6-17 참고). 그 외 태국으로부터는 주
로 디젤 엔진, 필리핀으로부터는 변속기와 등속 조인트 등을 주로 조달하고
있다(그림 6-14 참고).
153) 실제 도요타는 태국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하는 차세대자동차장려(Next-Generation Automotive
Promotion) 계획 중 HEV, PHEV, EV에 참가하겠다고 태국투자청(BOI)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6월 현재 HEV 분야에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太田志乃(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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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도요타의 인도네시아 내 자동차 수출구조
자동차 형태별 수출추이(2013~18년, 만 대)

주요국별 자동차 수출구조(2018년, %)

자동차 모델별 수출추이(2016~18년, 만 대)

자료: FOURIN(2019), p. 91.

그림 6-17. 도요타 인도네시아 생산차종의 부품 현지조달률 구조(2017년)
(단위: %)

자료: FOURIN(2019),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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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의 아세안 내 부품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부품기업들은 그룹계열사와 자회사들이다. 대표적인 그룹계열사로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부품 기업 중 하나인 덴소(Denso) 그룹, 자동차부품을 주로 생
산하는 아이신 그룹, 아이산 공업, JTEKT 그룹, 그리고 그룹 자회사인 도요
타합성, 도요타자동직기, 도요타철공, 도요타방직, 출자회사인 토카이리카
(Tokai Rika, 東海理化), 후투바(Futaba) 산업 등이 있다. 이 기업들은 태국
49개, 인도네시아 27개, 필리핀 10개 등 아세안에 100개가 넘는 생산법인을
구축해 도요타 자동차의 아세안 내 생산 및 부품공급 네트워크를 지탱하고 있
다(표 6-3 참고).

표 6-3. 도요타그룹 산하 주요 자동차부품 기업의 아세안 진출 현황(2019년 4월)
(단위: 개)

기업

태국

덴소그룹

9

6

아이산공업

1

1

아이신그룹

16

6

JTEKT 그룹

6

2

도요타합성

3

3

도요타자동직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2

5

3

1

3

29
2

1

1

23

1

10
1

7

1

도요타철공

1

2

도요타방직

9

2

도카이리카

3

2

후타바산업

1

2

합계

49

27

합계

1
1
1

1

4
3

1

1

17
6
3

4

10

7

주: 제조법인, 총괄법인, 연구개발법인을 포함하되 판매법인은 제외.
자료: FOURIN(2019), pp. 153-292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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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102

도요타는 아세안 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공급 네트워크 구축에 그룹 계열
사나 자회사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부품기업들과 조달망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독립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인 스미토모 그룹 계열사(고무
工業, 電工, 電裝 등)와 함께 브리지스톤(Bridgestone), 야자키(Yazaki, 矢
崎) 총업, 자동차용 유리 분야 세계 최대기업 AGC와 NOK 등 일본계 기업은
물론이고 독일계 보쉬(Robert Bosch)를 비롯 일본 이외 다국적기업, 태국의
AAPICO Hitech와 Somboon 그룹, 인도네시아 Astra Otoparts 그룹(20
개 이상의 자동차부품 업체와 합작사업 전개), 말레이시아 Ingress 그룹, 필
리핀 VSO 그룹 등 아세안 현지 자동차부품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3) 향후 전망
아세안 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역내ㆍ외 환경이 변하면서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기업이 구축한 아세안 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 공급 네트워크도 다소 변
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요인으로는 우선, AEC의 심화ㆍ확대와 역외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아세안 역내ㆍ외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부분 철폐되거나 완화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AEC의 진전에 따라 역내 비관세장벽의 감소, 무역 원활화,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연결성 개선 등으로 자동차 산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54) 다시 말하면 일본기업이 누려온 각종 특혜가
점차 사라짐과 동시에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자동차 국산화나 자동차 산업 육
성을 위해 일본 이외 다국적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기회에 부응하고 아세안 자동차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한국과 중국
등 자동차 업체들의 아세안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둘째, 그동안 일본의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에서 다소 소외되었거나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자동차
154) 清水一史(2017),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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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산업이 3만 개 이상의 부품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인 데다가 고용창출능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베트남에는 이미 일본 이외의 많은 다국적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한
가운데 Vingroup의 국산자동차도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필리핀도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5월 자동차 산업부활전략
(CARS: 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을 발표하였
다. 필리핀의 CARS 프로그램에는 현재 일본의 미쓰비시와 도요타 자동차가
참가하고 있다.155) 최근 미얀마에도 도요타를 비롯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업
체들의 투자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자동
차 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어 보인다.
셋째, 아세안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 자동
차 업계의 움직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태국에서는 R&D 거점화, 전기자동
차 생산 본격화, 에코카 집중 생산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서는 최근 소형상용차와 저연비ㆍ저가스 소형차 생산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부품산업 육성 및 국산화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최근 일
본기업들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인도네시아에 집중되고 있다.
넷째, 아세안 주요국의 전략생산 차종이 변화하고 있다. 아세안 주요국이 모
두 전기차 생산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HEV, PHEV, 저연비차 등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자 한다.
다섯째, 소비자의 생활패턴이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동차를 소유가 아닌 이용 또는 공유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155) CARS는 최소 생산대수, 부품 현지생산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3개 자동차 모델에 대해 6년간 총
270억 페소(약 5억 3,000만 달러)의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며, CARS 프로그램의 지원대
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최대 6년간 단일 모델 차량 20만 대 이상 생산
△ 차체 및 대형 플라스틱 부품 제조를 위한 신규 투자 실시 △ 기존에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반
부품 및 전략부품 제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재완, 신민금(2017),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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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덴소그룹의 아세안 내 자동차부품 생산거점 구축 현황(2019년 4월)

법인명
덴소

인도

태국
★●▲

舊아즈모(2018년 덴소와 합병)

말레

네시아 이시아
●

●

필리핀 베트남
●▲

●▲

디아

●

교산(京三)전기

●

미얀마

●

●

안딘(100%)

●

삼공라디에이터(74.2%)
덴소에어시스템즈(100%)

캄보

●(?)
●

덴소테크노(100%)
덴소텐(51.0%)

●▲

●▲

일본와이퍼블레이드(100%)

●

하마나코(浜名湖)전장
JS일렉테크(34.0%, 지분법적용회사)

▲

●
●

●

●▲
●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덴소의 출자비율. ?는 가동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
★ 총괄회사, ● 생산거점, ▲ 개발거점.
자료: FOURIN(2019), p. 193.

여섯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생산거점 재구축 움직
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반도의 물류망과 주요국 간 연계성의
급속한 개선, 아세안 선발개도국의 인건비 급등, 태국의 정치ㆍ사회적 불안
지속과 자연재해 증가, 베트남과 미얀마 등 아세안 후발가입국의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Thai plus One’ 전략을 추진하는 부품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세안 내 활발한 부품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도
요타계열의 덴소 그룹이다(표 6-4 참고). 덴소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아세안 내 새로운 신흥국 그룹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저임 노동력을 적극 활용
하기 위해 역내 자동차부품 생산 네트워크를 벌크 제품(대형부품)은 고객과
의 인접지역에서 그리고 소형 고기능제품은 집중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더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고난도ㆍ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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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화하고 저비용의 메리트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거점은 후발가입
국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156) 이를 덴소그룹은 당구공 전략
(Billiards Strategy)이라 칭한다. 이러한 패턴은 일본 자동차부품 기업을 포
함해 다국적기업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도 제품에 대한 모듈화가 진행되고 생산 대행업자 혹은 계약 생산업
자(contract manufacturer)와의 연계가 확산됨에 따라 생산거점의 이동과
재배치나 분업체계의 세분화가 자유로워지고 있다.157)

나. 인도: 마루티 스즈키 자동차 사례
1) 인도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마루티 스즈키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자동차 산업은 생산자 주도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158) 즉 자동차 산업은 최종재 생산을 담당하는 소수의 생
산기업(lead firm 또는 governor firm이라고 지칭한다)을 중심으로 가치사
슬이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리드기업은 생산 가치사슬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며, 관련 기업들이 GVC에 참여하는 조건을 좌우한다. 자동차 산업은
항공우주, 철강, 석유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
가의 산업정책,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산업은 대개 최종
생산자가 되는 리드기업의 존재가 해당 국가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리드기업의 육성이 국가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는데 인도 역
시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자체적인 역량으로 리드기업을 육성하는 데 어려
움이 큰 개도국들은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국 자동차 산업
의 육성을 꾀하는데, 인도와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156) FOURIN(2019), p. 75.
157) 곽성일 외(2016), p. 103.
158) Gereffi(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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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인도의 자동차 산업 성장과정

자료: Kale(2012), p. 133을 토대로 저자가 일부 수정.

인도의 경우 리드기업의 성장과 FDI 유입의 촉진, 이를 통한 현지 중간재
기업의 성장, 그리고 GVC 참여 등을 느리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한 사례다.
이 가운데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는 1982년 설립된 이후 인도 자동
차 산업 성장의 역사를 함께하였고,159)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인도의 대표적인 자동차 리드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스즈키가 인도시장에 진출한 시기는 인도가 서서히 산업 규제를 풀고 제한
적이지만 FDI를 허용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동차 산업
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를 확대하면서 인도의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 역시 서서
히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 인도는 본격적인 경제개
방을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되어
자본투자 제한, 수출의무 등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포드, GM, 현대, 대우,

159) 인도는 현재 세계 20대 자동차 생산국의 하나로 꼽히며, 최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중가해왔다.
OECD(2016).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ㆍ 267

혼다, 도요타, 피아트, 벤츠 등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투자했다. 이들의 인도
진출은 철저히 현지투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
시장도 있었지만, 인도정부의 현지화(localization) 요건, 부품에 대한 고관
세 정책 등이 크게 작용했다.160)
자동차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초반 해외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되었다. 마루티 스즈키는 이미 인도 자동차 시장에
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한편 현지 생산 네트워크도 일정 수준 구축한
상태였으며, 이는 경쟁상의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 시기에 마루티 스
즈키는 인도정부와의 공동투자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을 시작하면
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개방화와 더불어 인도의 자동차 산업 기반이
확충되었고, 이는 인도의 자국 자동차 생산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타타(TATA)와 같은 인도의 자국 자동차 기업의 글
로벌화가 시작된 시기로서, 이들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 디자인 역량을 바탕
으로 수출은 물론 해외 현지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마루티 스즈키는
경영방침을 전환하고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고도화하면서 경쟁력 강
화를 시도하였다.

2) 스즈키의 인도 진출
인도의 자동차 산업은 1930년대 GM과 포드(Ford)가 단순 조립공장을 인
도에 설립하면서 시작하였다. 이후 1940년대 Hindustan Motors(HM)와
Premier Automobiles Limited(PAL)를 설립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
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어서 TELCO(현재 Tata Motors), Ashok Leyland,
Mahindra & Mahindra와 같은 인도 자본기업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초
160) Kale(2012), p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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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어진 계획경제체제 및 수입대체정책하에서 인도의 자동차 산업은 생
산성이 거의 정체된 가운데 매우 더디게 발전하고 있었다. 더욱이 인도경제
의 느린 성장으로 인해 자동차 수요 증가도 매우 더뎠다. 이 시기 인도 자본에
기초한 자동차 리드기업들은 세계시장과 격리되어 있었으며, 인도의 자동차
생산 및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161) 그 역할은 미미
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인도정부는 1980년대 들어 저비용, 고효율의 컴팩트 승
용차(compact car) 확산을 위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하였으
며, 이를 계기로 스즈키가 인도시장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다.162) 스즈키는
1982년 인도정부 및 국영기업인 마루티 우디요그(Maruti Udyog)와의 합작
투자(Joint Venture)를 통해 인도시장 진출을 시작했다. 이어서 1983년 12
월부터 소형차인 마루티 800(Alto)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마루티 800은 곧
인도의 국민차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스즈키의 인도 법인인 MarutiSuzuki India(이하 마루티 스즈키)는 브랜드, 제품 라인업, 딜러 네트워크에
힘입어 인도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인도의 승용차 시장은 스즈키 진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형차(마이크로,
미니, 컴팩트 승용차)가 주종을 이루며, 소형차 시장은 전체 승용차 시장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바(FY 2014~15; SIAM 2016),163) 소형차에 강점
이 있는 스즈키에 인도는 매우 적합한 시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즈키의 인도시장 진출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음이
분명하다. 당시 인도는 계획경제하에서 자국 내에서 성장한 리드기업들이 자
동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었다. 인도는 수입대체정책하에서 완성 자동차
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따라서 완성차의 직
161) Sturgeon and Biesebroeck(2011), p. 195.
162) Motohashi(2015), p. 228.
163) Tiwari and Kalogerakis(2017), p. 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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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현지투자를 통한 진출만이 가능했다. 더욱이 스
즈키가 인도에 진출할 당시에는 외자기업의 단독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였으
므로, 스즈키는 인도정부 및 인도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로 진출했다. 처음 진
출 당시 지분의 40%까지 소유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즈키는 인도시장
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26%의 지분만을 소유했다.164)
당시 인도는 계획경제하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국가로서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으므로, 자동차 생산관리 기법을 현지 근로자에게 주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스즈키는 우선 일본식 경영방식을 인도에 그대로 도
입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JV 협상 시 기존 CEO의 교체를 중요
한 조건으로 걸었다.165) 또한 마루티 스즈키는 시작부터 당시 인도에서는 생
소한 근로 관행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원이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
에서 식사함으로써 의사소통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는데(‘bottom-up approach’
로 지칭), 카스트 제도가 일반적인 당시 인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관행이었
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총리로부터 격찬을 받
는 등 인도 산업계의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이후 인도 경영진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스즈키의 생산 및 품질 관리방
식을 지도하기 위해 인도 직원을 일본 현지로 꾸준히 파견하였으며, 이후에
는 인도 현지에서의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166)

3) 마루티 스즈키의 인도 생산 네트워크 구축
인도정부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현지화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마루
티 스즈키에 현지 완성차 생산체제 구축은 물론, 현지에서의 부품 공급망 구

164) Motohashi(2015), pp. 227-228.
165) 이후에도 CEO 문제로 인해 1990년대 후반까지 스즈키와 인도정부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었다.
Motohashi(2015), pp. 228-229.
166) Motohashi(2015), p. 229.

270 ㆍ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축은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마루티 스즈키가 생산을 시작할 당시에는 스
즈키의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인도 부품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마루티 스즈키 생산공장은 용접과 도색, 조립 설비만을 갖추고 일본에서 수
입해오는 부품과 소재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만 수행했다. 요컨대 마루티
스즈키의 설립 초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에서 수입되는 부품에 대부
분 의존하였다.
마루티 스즈키가 생산 공장을 설립하던 시점부터 인도정부는 인도산 부품
사용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마루티 스즈키는 우선 타이어와 배터
리를 인도 국내에서 조달하기 시작했다.167) 이미 인도는 버스와 트럭 등 자동
차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정도의 현지조달이 비교적 단기간 내
에 가능할 수 있었다. 당시 마루티 스즈키 현지화율은 2.8% 미만인 것으로 추
정된다.168)
당시 기존 현지 자동차 기업인 타타와 마힌드라 &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는 부품을 전적으로 내부 조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인도 국내 자
동차부품 생산 네트워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루티 스즈키는
스스로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마루티 스즈키는 우
선 일본의 기술을 인도로 도입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위해 일본 부품
공급자와 스즈키 본사, 그리고 마루티 스즈키 3자 간의 합작투자사를 설립하
였다.169) 이를 계기로 일본 내 스즈키 협력사들이 인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
으며, 이것이 마루티 스즈키가 인도 현지의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다른 한편으로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 부품기업을 스스로 육성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즉 현지기업가들을 스카우트하여 적정한 공급자로 전환시
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 라이선스, 기술적 노하우와 입지
167) Motohashi(2015), p. 233.
168) Bhargava and Seetha(2010), p. 191.
169) Motohashi(2015),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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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했다.170)
인도정부의 현지화 요구에 응해야 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일본식
생산방식을 도입하려면 현지 기반 부품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상기한 바
와 같이 마루티 스즈키는 일본식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
데, 그 대표적인 것이 ‘Just-in-Time(JIT)’이다. 이 방식을 통해 재고비용을
낮추고 생산효율을 높이는 것이 마루티 스즈키의 기본적인 생산원칙이었다.
JIT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류 관리가 용이하도록 생산공장 인근에 부
품 공급자가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므로, 마루티 스즈키는 현지 기반 공
급자를 선호하였다.171)
1990년대 초반 인도정부가 시장개방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요 자동차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인도 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 내에서 적정 품질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생산 네트워크를 일정 정도 구축하고 있었다. 다만 현
지 자본기업의 역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실제로는 일본에서 인도로 진
출한 Tier 1 기업들(이후에는 일부 글로벌 기업)로부터의 공급이 주종을 이
루었다. 이들은 일본이나 한국 등 해외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받아 인도에
서 조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기업인 덴소는 인도에 진출하여 핵심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마루티 스즈키와 협력하
였다. 인도 현지에서 플라스틱이나 다이캐스트 등의 부품을 조달하기는 했지
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인도 내에서 Tier
2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172) 일본의 Tier 2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인도 현지 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즉 마루
170) Julka and Lamba(2014), p. 43.
171) Julka and Lamba(2014), p. 43.
172) Motohashi(2015), p. 233.

272 ㆍ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티 스즈키의 수요가 인도시장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만큼,
당시 일본 중소기업이 이것만을 바라보고 위험도가 높은 인도 현지투자를 진
행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경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 현
지조달 비중이 약 90%에 도달하였으나, 일부 핵심부품은 여전히 일본에서
조달되고 있었다.173)
마루티 스즈키가 인도에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처한 여건
은 중국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
개방 시점에서 자국 기반 기업이 부재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진출
했으며, 이에 따라 매우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발전해나갔다. 반면 인도의
경우 상위 10대 기업이 시장의 98%를 차지하면서(표 6-5 참고), 경쟁 수준이
낮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중국시장 진입 초기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격적인 현지화 전략을 취했다. 즉 자사의 생산 네트워크에 속한 기

표 6-5. 인도와 중국의 10대 자동차 생산기업
(단위: %)

인도

시장점유율(2018)

중국

시장점유율(2019. 7)

마루티 스즈키

51.1

이치폭스바겐

10.2

현대

16.0

상하이 폭스바겐

9.6

마힌드라 & 마힌드라

7.0

동펑닛산

6.0

타타

7.0

지리자동차

5.8

혼다

5.0

상치퉁융우링

5.0

도요타 키르로스카르

5.0

이치도요타

4.4

포드

3.0

동펑혼다

3.7

르노

3.0

광치혼다

3.6

닛산

1.0

광치도요타

3.4

10대 기업 점유율

98.0

10대 기업 점유율

59.3

자료: SIAM 웹사이트(검색일: 2019. 9. 20); 中国汽车流通协会汽车市场研究分会(2019, 중국).

173) Motohashi(2015),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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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을 시장 진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중국 현지로 끌어들였다.174) 따라서
부품기업들이 일찌감치 중국 내 생산을 시작했고, 주요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공급계약을 현지에서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인도에서는 부품 공급기업들이 거래선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사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도가 높았다. 더욱이 마루티
스즈키는 전형적인 일본기업으로서 협력사와 장기적이고 구속력 있는 공급
관계 구축을 선호하였으므로, 협력사 입장에서는 인도 내에서 마루티 스즈키
이외의 기업으로 공급망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배경으
로 인해 마루티 스즈키의 현지 생산 네트워크 구축은 상당히 느리게, 지속적
인 노력을 거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현지 자동차 생산기업의 발전에
도 영향을 주었다. 즉 중국의 현지자본 자동차 생산기업은 글로벌 자동차 기
업을 따라 진출한 경쟁력 높은 부품기업들로부터 조달이 용이했으므로, 인도 현
지자본 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175) 스즈키가 인도의 시장개방
과 더불어 인도시장에 진출했다면, 글로벌 기업과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인도 자동차 시장은 지금과는 다른 판도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스즈키가 이른 시기에 인도시장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물리치고 현재까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 마루티 스즈키의 성공을 두고 흔히 언급되는 ‘퍼스트 무버’의
성공이라는 평가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도 현
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한 요인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여전히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중국
에 비해 독점 수준이 현저히 높은 편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도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 전반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74) Sturgeon and Biesebroeck(2011), pp. 191-195.
175) Sturgeon and Biesebroeck(2011),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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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개방 이후 인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절감 압박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2005년경에 이르러 마루티 스즈키의 지배적 경영권
이 스즈키 본사로 넘어감에 따라 경영 방침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급망 구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기 출시된 차종을 검
토하여 인도에 적합한 것을 가져와서 생산하는 방식이었으나, 2005년경을
기점으로 스즈키의 새로운 모델을 인도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동시에 출시한
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176) 이에 따라 일본 본사의 디자인을 인도 현지에서
복제하는 방식의 단순공정이 여의치 않게 되고, 현지 공급자의 독자적인 역
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마루티 스즈키의 현지화 전략
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당시 마루티 스즈키는 글로벌 공급기업 및 해외기업과 합작한 인도 현지기
업, 그리고 중소 현지기업과의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였다. 스즈키 본
사의 경영방침 전환으로 적응이 가장 어려운 기업군이 현지 중소기업들이었
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기술기업과 이들을 매칭하는 작업을 시작
했다. 즉 이들이 해외기업과 협력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일부 해외기업은 독자적으로 인도에 진출하여
마루티 스즈키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교육도 지속하였
다. 협력사에 대한 밀착 협력을 위해 마루티 스즈키는 사내에 Maruti
Centre for Excellence(MACE)도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일군의 엔지니어
를 통해 협력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기능이다.177)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루티 스즈키는 협력사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마루티 스즈키가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데는 환율 문제도 크게 작
용하였다. 인도의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and Investment
176) Automotive Logistics(20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31).
177) Ibid.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ㆍ 275

(DGTD)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인도에서의 현지화는 특정 부품에 대한 대
금청구가 인도 영토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인도산으로 간주된다. 즉 대부분
의 생산공정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인도에 위치한 창고에서 포장만 된다 해
도 그것은 인도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현지화는 마
루티 스즈키가 인도 진출 초기부터 수행해온 것으로서, 표면적인 현지화에
불과했다. 그런데 마루티 스즈키가 이러한 일차원적인 현지화에서 탈피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엔화 가치의 상승이었다. 엔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부품
의 주 수입원인 일본으로부터 수입비용이 급상승함에 따라, 현지화를 심화하
기 시작했다. 마루티 스즈키의 한 임원의 증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특정 부
품의 80~85%가 현지에서 조달되어야 인도산으로 판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178)
마루티 스즈키는 현지 협력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술지원 이외에,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인도 협력사를 대신
해 통화 헤징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원자재를 구입하여 협력사에 저
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공급기업이 기초부품을 수입하는 대신 현지화
하고자 할 경우,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프로그램(value analysis value
engineering)도 운영하고 있다.179)
정확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마루티 스즈키의 현지 협력사는
800여 개로서 이 가운데 Tier 1 협력사는 246개 정도로 추산되며, 76% 이상
이 마루티 스즈키의 주요 생산공장이 위치한 구르가온(Gurgaon)과 마네사
르(Manesar)에 인접해 있다.180)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 진출 이후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확대에 주력하였으
며, 주력 분야는 승용차이고 유틸리티 및 소형밴 생산을 늘리고 있다. 수출 주
178) Ibid.
179) Ibid.
180) Julka and Lamba(2014),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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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마루티 스즈키의 차종별 생산ㆍ판매ㆍ수출 현황(2012~17년)
(단위: 대, %)

차종

2012

승용차(pc)
생 승용차

대비
11.6

64,330

73,843

92,227

183,854

249,577

35.7

99,456

126,398

142,248

149,880

158,038

5.4

1,183,472 1,172,280 1,269,453 1,414,647 1,513,188 1,724,423
-

-

-

44

2,238

14

8,425

3.8배

1,183,472 1,172,280 1,269,453 1,414,691 1,515,426 1,732,848

14.3

승용차(pc)

878,272

901,699

유틸리티

62,643

63,166

66,178

82,437

173,746

242,465

122,68

99,099

124,820

140,763

147,897

156,775

6

1,063,599 1,063,964 1,152,128 1,289,128 1,394,972 1,602,522

14.9

소형 밴

승용차(pv)

38.50%

합계

46.50%

39.6

2.6

294

6,564

22.3배

1,063,599 1,063,964 1,152,128 1,289,128 1,395,266 1,609,086

15.3

-

44.80%

12.1

49.60%

-

41.70%

961,130 1,065,928 1,073,329 1,203,282

47.00%

시장점유율

-

-

자동차시장점유율

29.80%

32.80%

36.20%

37.70%

38.00%

40.00%

승용차(pc)
수 승용차

전년

63,305

상용차 소형트럭

출

2017

123,671

소계

매

2016

소형 밴

합계

판

2015

996,496 1,008,494 1,069,212 1,180,172 1,179,454 1,316,808

상용차 소형트럭

승용차

2014

유틸리티

소계

산

2013

-2.0

123,060

108,558

108,639

115,741

106,065

113,004

6.5

유틸리티

196

216

8,132

9,306

9,694

6,798

-29.9

소형 밴

1,204

1,142

1,669

1,377

1,902

1,305

-31.4

124,460

109,916

118,440

126,424

117,661

121,107

2.9

2

1,639

2,047

24.9

126,426

119,300

123,154

3.2

소계
상용차 소형트럭
합계

124,460

109,916

118,440

자료: Fourin(2018), p. 114.

력은 승용차로서,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승용차 생산량 가운데 수출이 차
지하는 비중은 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181)
스즈키 본사의 경영 방침이 바뀐 2005년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출시된 모
델을 인도로 가져와 현지 생산 후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수출이 미미
했다. 그 이후에도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 내수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에 비
181) Fourin(2018),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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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인도 자동차의 기업별 수출 현황
(단위: 대, %)

기업명
포드
(Ford India)
현대
(Hyundai Motor)
마루티 스즈키
Maruti Suzuki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
닛산
(Nissan Motor)
폭스바겐
(Volkswagen India)
르노
(Renault India)

수출(2018)

인도 수출 대비
비중(2018)

수출(2017)

인도 수출 대비
비중(2017)

증감률

167,910

23.94

175,106

23.66

-4.0

160,010

22.82

150,890

20.40

6.0

111,441

16.00

121,107

16.37

-8.0

79,495

11.33

81,157

10.97

-2.04

64,720

9.20

76,577

10.35

-15.5

64,165

9.15

92,088

12.44

-30.3

12,129

1.73

11,329

1.53

7.0

M&M

11,925

1.70

6,337

0.90

88.2

FCA India

9,809

1.40

3,222

0.44

204.0

도요타(Toyota)

9,361

1.33

13,684

1.85

-31.6

기타

9,117

1.65

8,459

0.84

7.87

합계

701,157

740, 095

-5.26

자료: Auto.com(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9).

해 상대적으로 수출실적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최근 2017,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마루티 스즈키가 인도의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로서, 포드의 약 24%, 현대의 약 20~2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에서
살펴본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체 판매량 가운데 20% 이상을 수출하는 반면,
마루티 스즈키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비중을 수출하고 있다.182)
2012~16년간 자료에 따르면, 마루티 스즈키는 아프리카, 중남미, 남아시

182) Auto.com(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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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와 앙골
라,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와 페루, 남아시아의 경우 스리랑카와 네팔, 동남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또한 정확한 파
악은 어렵지만 중동과 유럽에도 수출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로부터 미루어보
아 마루티 스즈키는 소형차 선호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개
도국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83)

표 6-8. 마루티 스즈키의 국가별 자동차 수출규모
(단위: 대)

순위

2012
국가

1

알제리

2

칠레

3

영국

4

인도네시아

2013

2014

대수

국가

대수

24,638

영국

14,743 알제리

12,921 알제리
9,062

칠레

7,743 인도네시아
6,735

페루

국가

13,365 스리랑카
9,039

칠레

5,171

영국

2015

대수

국가

2016

대수

국가

대수

12,860 스리랑카

39,950

칠레

12,931

12,226

10,866 인도네시아

칠레

10,042 필리핀
8,055

페루

6,427

네팔

8,508
7,960

5,197 스리랑카

7,771

5

페루

6

네덜란드

7

이집트

4,289 앙골라

4,300

n.a.

n.a.

n.a.

n.a.

n.a.

n.a.

8

호주

3,687 볼리비아

3,981

n.a.

n.a.

n.a.

n.a.

n.a.

n.a.

9

우루과이

3,243 우루과이

3,647

n.a.

n.a.

n.a.

n.a.

n.a.

n.a.

10

앙골라

2,989

네팔

3,301

n.a.

n.a.

n.a.

n.a.

n.a.

n.a.

기타

39,015

기타

34,553

기타

70,801

기타

56,822

기타

81,309

합계

120,388

합계

101,352

합계

121,713

합계

123,897

합계

124,062

6,066 이스라엘

4,689 앙골라

7,729 볼리비아

4,635 볼리비아

5,583

4,563

n.a.

n.a.

n.a.

n.a.

n.a.

n.a.

자료: Fourin(2018), p. 120.

4) 시사점과 전망
마루티 스즈키의 사례는 인도시장에서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스즈키의 인도 진출은 자국 자동차 산업 구축이라는 인

183) Fourin(2018),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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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부의 정치적 요구와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용이한 거대한 시장의 특성, 그
리고 리드기업으로서 스즈키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맞아떨어졌다. 마루
티 스즈키는 경쟁이 없었던 현지 진출 초기단계에 인도의 시장규모를 고려하
여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정부의 보호
장벽이 존재하던 시기에 다른 글로벌 리드기업들에 앞서서 진출함으로써, 인
도정부의 강한 현지화 요구에 대응하면서 힘들지만 독자적인 현지 공급망 구
축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인도 자동차 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지만, 앞서서 구축한 현지화 역량은 마루티 스즈
키가 현재까지도 인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점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인도의 거대한 시장규모는 마루티 스즈키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다. 마루
티 스즈키의 성공은 인도와 같이 거대시장을 보유한 개도국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례다. 즉 마루티 스즈키는 기존 모델을 기초로 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
으로 거대시장에 출시하면서 적정한 시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었다.
시장규모도 중요했지만, 인도의 높은 자동차 산업 보호장벽하에서 일찌감
치 인도시장에 진출한 것은 더욱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유력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른 시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퍼스트 무버’로서의 성
공요인이다. 이는 중국에서 개방 이후 글로벌 기업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
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정부의 지속적인 현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것이 마루
티 스즈키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마루티 스즈키가 진출할 당시 현지
화 요구에 맞출 만한 현지기업이 부재하여, 일본 부품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작업 역시 인도시장의 불확실성과 부족한 산업기반을 고려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 현지 자회사 설립, 일본 부
품기업과의 제휴, 그리고 현지기업의 육성을 통해 현지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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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현지화율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질적 개선을 통해 마루
티 스즈키의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지기업의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역량 개발을 지원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인도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마루티 스즈키의 경쟁력은 물론, 인도 자동차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마루티 스즈키는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자사에 최적화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과제도 안고 있다. 경쟁사인 현대나 포드와는 달리 수출비중이
낮은 것은 마루티 스즈키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수출을 정책적
으로 촉진하고 있는 인도정부의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마
루티 스즈키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화 전략은 수출에 더욱 초점을 맞
추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OECD는 지역무역협정 참가, 외국인 투자장벽 완화, 인프라 개선, 효율적
인 법과 규범 체제 구축, 원활한 서비스 제공, 현지기업의 역량 강화 등이
GVC 구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184)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 무역정책과 규정 및 무역 관련 조정(무역정책과 행정관
리, 무역원활화, 지역 및 다자 무역협정, 교육 및 훈련, 무역 관련 조정 등) △
경제 인프라(물류 및 보관, 통신, 에너지 생성 및 공급) △ 생산역량 구축(은행
및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농림수산업, 공업, 광물자원과 광업, 관광)
등으로 구성되며,185) AfT 또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통해 GVC 참여를 촉

18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17).
185) WTO and OECD(2017), pp. 52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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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 AfT는 일본이 대부분의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중점적으
로 지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은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평균적
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AfT를 제공한 국가다.186)
일반적으로 통상정책이나 투자정책에서 명시적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GVC 참여나 글로벌생산네트워크(GPN)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힌 경우는 극
히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바, 여기서는 일본의 개발협력
과 통상정책에서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GVC 참여나 GPN 구축을 지
원하는 전략과 정책을 신남방지역(아세안과 인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ODA를 통한 GPN/GVC 참여 적극 지원
1) 일본의 지원전략 개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는 일본은 개발협
력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으로 개도국의 질 높은 성장과 개발격차 시정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인재 양성, 경제ㆍ사회 인프라 정비, 해당지역의
역내ㆍ외 연결성(인프라, 제도, 사람) 정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질 높은
성장에 일본의 경험, 지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인프라 수출 촉진, 중소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투융자 확대, 민관합동(PPP) 인프라 사업 전개 등을
선정하고 있다.187) 이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국별개발협력방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일본이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
과 인도를 살펴보면, 일본은 베트남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투자환경
정비, 공업화 진전,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 육성, 농림수산업 고부가가치화,
ICT 활용 등), 인재양성,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선 및 도시교통망 정비
186) 일본의 AfT는 약정액 기준으로 2017년 현재 125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WTO and OECD
(2019), p. 464.
187) 外務省(2019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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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인도에 대해서도 주요 산업도시ㆍ경제권 및 지역간 연결성 강화(철도,
도로, 전력 등), 인재양성, 생산성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188)
일본정부의 이러한 경제ㆍ사회 인프라 구축, 역내ㆍ외 연결성 강화, 산업
기반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지원은 현지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
계비용(service-link cost) 절감과 기업의 입지비교우위 향상은 물론 현지기
업과의 생산 네트워크와 GVC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189) 이를 구체적
인 정책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광역 및 다자개발 지원사례
신남방지역의 물류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시아종
합개발계획(CADP: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 확대메콩
유역경제협력프로그램(GMS 프로그램: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일ㆍ메콩 협력을 위한 도쿄전략
2018(日メコン協力のための東京戦略201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특정 국
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광역종합개발계획이나 지원전략으로 특히 물
류인프라 정비를 집중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현지 진출 자국기업의 진출을 간접
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 발표된 CADP는 아세안
과 인도 및 중국 일부 지역의 경제통합 진전, 개발격차 해소, GPN 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인프라(도로, 철도, 항만)를 개선하고 산업회랑
(industrial corridor)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
는 CADP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ODA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동아시아ㆍ
아세안경제연구소(ERIA)는 그동안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집적과 도시
화에 따른 혁신과 GPN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CADP 2.0: 인프라 연계성과 혁

188) 外務省(2019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8).
189) 정재완, 김대홍(2018), p. 130.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ㆍ 283

신(The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 2.0: Infrastructure
for Connectivity and Innovation)’을 2014년 11월 제9차 동아시아 정상
회의에서 발표하였다.190)
GMS 프로그램의 경우 1992년부터 메콩강 유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베트남, 태국, 중국 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광
역개발프로그램으로, 일본이 ADB를 통해 주도하고 있다. GMS 프로그램은
메콩강 유역의 물류 개선, 국경무역 원활화, 산업입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
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9개의 경제회랑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동
서(East-West), 남부(Southern), 남부해안(Southern Coast) 경제회랑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일ㆍ메콩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중국을 제
외한 메콩강 유역 5개국의 물리적ㆍ제도적 연결성 강화, 산업기반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도쿄전략은 일본이 메콩강 유역과의 협
력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이
후 3년 단위로 새롭게 발표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신도쿄전략 2015(新
東京戦略2015)’에서는 3년간 약 7,500억 엔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도쿄전략 2018’에서도 향후 3년간 양자와 다자 협력사업 160개에 대해 비
슷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191) 일본은 ‘일ㆍ메콩 연결성 이니
셔티브(Japan Mekong Connectivity Initiative)’를 통해 메콩강 유역의 전
반적인 연결성 개선, 특히 도로ㆍ항만ㆍ철도 등의 물리적 연결성 개선은 물론
경제특구 등의 산업입지 정비, 산업고도화 진흥,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 현
대화 등과 제도적 개선 등을 위해 수많은 프로젝트를 ODA(무상증여, 차관,

190) CADP 2.0는 아세안 10개국, 인도, 중국 일부 지역에 대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에너지, 산업단지,
수자원 공급, 통신 등 800여 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2015), pp. 151-182.
191) 外務省(201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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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조, 기술협력 등)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메콩강 유역국의 비
즈니스 환경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물론이고 현지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전개와 GVC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3) 양자간 지원 사례
일본은 양자간 ODA를 통해 수원국의 경제와 산업 인프라 개발을 많이 지
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태국과 인도를 들 수 있다. 일본은 1980년
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태국의 촌부리(Chon Buri), 라용
(Rayong), 차층사오(Chacheongsao) 등으로 구성된 동부임해지역의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등), 송수관,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
하였다. 일본은 동부임해지역 개발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역시 이 지
역으로 집중시켰다.192) 이에 따라 동부임해지역은 물류망과 산업기반을 갖
춘 태국 최대의 제조업 생산거점이 되었고 태국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추진하는 ‘Thailand 4.0’의 핵심인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으로 발전하였다.193) 일본은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DMIC), 첸나이-방갈로르 산업회랑(CBIC), 고속철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도의 물류인프라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인도의 제조업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 일본기
업의 서비스 연계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일조하
고 있다.
일본은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산업단지나 산업클러
스터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주로 일본 종합상사가 직접 개발 및 운영하는 산

192) 2010~14년 사이 일본의 태국 동부임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건수로 1,216건에 달했는데, 이는 일본
의 태국 전체에 대한 투자의 45.3%를 차지한다. 곽성일 외(2018), pp. 96~97.
193) 동부임해지역은 2015년 기준으로 태국 전체에서 면적 2.5%와 인구 4.9%에 불과하나 제조업 생산은
전체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곽성일 외(2018),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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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경제특구 포함)는 일본정부의 인프라 확충(접근도로, 송배전, 상하수
도 등)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일본이 개발한 아세안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나 산업클러스터로는 태국의 램차방(Laem Chabang),
베트남의 푸미 3(Phu My3), 미쭝(My Trung), 히엡 푸옥 2(Hiep Phuoc 2),
미얀마의 띨라와(Thilawa) 등이 있다. 인도의 경우에도 일본은 님라나
(Neemrana), 노이다ㆍ그레이트 노이다(Noida and Great Noida), 첸나이
(Chennai) 등 수많은 산업단지를 개발하였고 최근에는 델리-뭄바리 산업회
랑 내 20여 개를 포함, 수십 개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신흥개도국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세관행정 개선이나 현대화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지국의 통관수속 간소화를 통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현지 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절감에도 크게 도
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지원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베트남의 통관자동
화시스템 개선(VNACCS, 2015~2018)과 세관행정관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
(2009~2012), 태국의 관세분류와 관세평가 투명성 및 예측성 향상(2012~
2015), 미얀마의 통관자동화를 통한 내셔널싱글윈도우(전자화 및 창구단일
화) 구축 및 세관근대화를 위한 능력향상(2014~2020), 메콩강 유역의 세관
리스크 관리(2008~2011) 등이 있다.194)

나. 개발도상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부문 개발 중점 지원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민간 분야 발전과 현지 진출 자국기업의 비즈니스 지
원, 특히 현지국 기업과 일본기업 간 연계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JICA 주도로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부문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
194) 日本國際協力機構(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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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195) 이는 일본기업의 기술, 노하우, 자금 등과 JICA의
ODA 자금, 그 외 공적기관의 네트워킹, 일본의 전문인재 등을 결합해 개도
국의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일본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마
련하고 현지 진출 일본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JICA는 동남아ㆍ태평양, 동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에 대한 ‘아시아
지역 투자촉진ㆍ산업진흥 이니셔티브’와 아프리카, 중동ㆍ유럽, 중남미를 위
한 ‘기업가(起業家)ㆍ기업육성 이니셔티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투자촉진ㆍ산업진흥 이니셔티브’는 일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
경험과 일본인재개발센터(CJCC)를 포함한 JICA의 협력자산을 활용해 현지
기업ㆍ경영자 육성을 지원함은 물론 현지기업과 일본기업 간의 연결
(linkage)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96) 이를 통해 JICA는 개도
국의 투자촉진과 산업진흥정책의 입안과 실시는 물론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도 도움이 되고 현지기업, 더 나아가 현지국의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에도 일
조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197) 물론 자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국
기업과 자국기업 간의 비즈니스, 특히 GVC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도 적지 않
아 보인다. JICA가 운영하는 민간 분야 그룹은 개도국의 산업진흥을 위한 기
본 요소로 정책ㆍ제도 정비, 기업경쟁력 강화, 현지기업과 자국기업 간의 비
즈니스 교류 촉진, 금융접근성 개선, 혁신 추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다.198) 2018년 현재 ‘아시아지역투자촉진ㆍ산업진흥 이니셔티브’에 포
함된 국가와 주요 분야는 [표 6-9]와 같다. 최근에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JICA와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현지
의 스타트업(start-up) 10개 회사에 대한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
195) JICA는 SDGs의 목표 8, 9, 17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日本國際協力機構
(2018), p. 11.
196) 日本國際協力機構(2018), p. 10.
197) 日本國際協力機構(2018), p. 10.
198) 日本國際協力機構(201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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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199)

표 6-9. ‘아시아 지역 투자촉진ㆍ산업진흥 이니셔티브’의 주요국별 지원 분야
국가

주요 분야(인재육성 포함)

인도네시아

자동차, 전기전자(산업로봇 등의 공장자동화 관련), 식품가공

베트남

지원산업

미얀마

소재산업, 섬유, 식품가공

필리핀

자동차, 자동차부품(전기전자ㆍIT/ESO 산업 포함)

인도

제조업

자료: 日本國際協力機構(2018), p. 15.

일본이 개도국의 산업진흥이나 민간부문 육성을 지원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메콩산업발전비전(メコン産業開発ビジョ
ン)도 들 수 있다. 이는 ‘일ㆍ메콩 협력전략인 신도쿄전략 2015’의 세부 실행
계획으로, 유역국의 산업고도화와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 각국의 장점
과 경쟁력 개선, 주변국과의 보완적인 협력 확대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메콩산업발전비전은 메콩강 유역국이 중국과 인도 등 주변국과
의 파트너십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발판 마련, 지역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인
프라 확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유역국 전체 GDP를 2.0%p(약 200억 달
러)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이 이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200)
예를 들면, 유역국이 풍부하게 보유한 농업자원을 활용해 식품가공업을 전략
적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가치사슬에 있는 농기계, 식품가공기기, 콜
드체인, 식품소매, 외식산업 등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201)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개도국 지원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지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비즈

199) 日本國際協力機構(2018), p. 20.
200) 経済産業省(2015), p. 3.
201) 経済産業省(2015), p. 2.

288 ㆍ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니스 전개와 현지기업과 자국기업 간 GVC 구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일 수 있다.

다. 개도국의 인재양성과 기술이전을 통한 일본기업
진출 지원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GVC를 구축하거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품질과 기술 면에서 일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
는 점이다. 모든 개도국에서 지적된 이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은 개
도국의 인재양성과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및 외국과의 상호 경제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해
외산업인재육성협회(AOTS: Association for Overseas Technic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Partnerships)를 상당히 이른 시기인
1959년에 설립하였다. AOTS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국면에 적절한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진출, 기술이전, 해외인재 육
성에 특화된 기관이다. AOTS가 운영하는 것 중 해외연수생교육사업은 9일
간, 6주간, 13주간, 1년간 등 다양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진출한
일본계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기업과의 합작이나 거래기업 등에서 선발되고
있다.202) 최근 중점사업으로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철도, 산업단지, 전력 등 인프라시스템 수출 관련 분야, 재생가
능에너지 기술을 비롯한 환경ㆍ에너지 기술 분야, 의료 관련 분야, 쿨재팬
(Cool Japan) 분야(콘텐츠, 식문화ㆍ식품가공산업, 서비스)를 ODA 자금으
로 지원하고 있다.203) AOTS의 연수생 수입은 1959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2) ⽴⽯譲⼆(2017), p. 8.
203) ⽴⽯譲⼆(201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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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5,877명이며, 이 중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
로 압도적이다.204) 신남방지역에 해당하는 국가 중에는 태국이 아시아 전체
의 16%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13%), 인도(8%), 말레이시아와 필리핀(각
7%), 베트남(6%) 순으로 많다(그림 6-19 참고). 이와 병행해 AOTS는 개도
국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한 해외전문가 파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림 6-19. AOTS의 해외산업 연수생 수입구조(1959~2015년)

해외연수생 수입의 아시아 지역 국별 분포

해외연수생 수입의 업종별 분포

자료: ⽴⽯譲⼆(2017), p. 29.

AOTS는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인도 뉴델리에만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정도로 신남방국가를 중시하고 있다.205) 특히 AOTS는
일본에서의 연수 후 귀국한 해외 산업연수생과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AOTS는 2019년 8월 현재 전 세계 43개국 71개 지역에서
AOTS 동창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206) 이들의 활동은 연수생이 속한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OTS
204) ⽴⽯譲⼆(2017), p. 29.
205) 海外産業⼈材育成協会(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0).
206) 海外産業⼈材育成協会(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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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구소(AOTS Research Institute)는 이러한 동창회 네트워킹을 활용
해 현지에 진출하는 자국기업의 비즈니스를 매칭 서비스나 판로연결 등을 통
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 설립되어 태국의 제조업 발전은 물론 현지
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우수한 인재 채용, 더 나아가 태국기업과 현지에 진출
한 일본기업 간의 비즈니스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태일공업대학(TNI:
Thai-Nichi Institute of Technology)은 AOTS 동창회와 태일경제기술진
흥협회를 모체로 설립되었다. 일본식 제조업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모노즈쿠
리(ものづくり)를 학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설립한 TNI는 ① 자동차, 전기⋅
전자, ICT 등 현지 산업계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시 ② 일본 제조업과 직결되는
실무나 기술 등을 겸비한 학생 육성 ③ 산업계나 현지 일본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와 현장의 인턴교육 중시 ④ 일본어와 영어 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 육성
등에 특화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207) TNI의 연간 신입생은 1,300명
대로 늘어났으며, 졸업생은 100% 취업하는 가운데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이
나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에 취직하는 인원이 졸업생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208) 일본은 TNI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에 일본식 모노즈쿠리
강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며, 베트남에서도 AOTS 동창
회가 설립한 베트남경영기술진흥센터(IMT)를 모체로 한 대학 설립을 구상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9)
이와 함께 일본은 아세안 지역의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부강좌(寄付講座)를 개설하고 있다. 이는 현지에 진출한 일본기업
의 신규채용 인재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능력 등을 고려한 커리큘럼 작성, 강
사 파견, 인턴십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현지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일본은 2016년 9월 태국의 TNI에 강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해 아
207) Thai-Nichi Institute of Technology(2017), p. 3.
208) Thai-Nichi Institute of Technology(2017), p. 3, p. 23.
209) ⽴⽯譲⼆(2017),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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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 5개국(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17개 대학에 기부강
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210) 일본은 이와 유사하게 인도에서도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을 통
해 일본식 모노즈쿠리 대학교(JIM: Japanese Institute for Manufacturing)
를 설립해 일본식 규율과 모노즈쿠리에 체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자
국기업의 일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211) 일본기업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
하고 양국 정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JIM을 통해 양국은 10년간 약 3만 명의 산
업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212)
이와 같은 일본의 국제인재 육성전략 및 기술이전 지원은 인재양성, 기술
이전, 현지의 산업진흥, 제도개선과 사업환경정비 등을 통해 현지국은 물론
이고 일본기업의 GVC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라. 유망 신흥국과의 공동 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
설치ㆍ운영
일본은 2003년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간 대화채널로 일ㆍ베트
남 공동 이니셔티브(JVJI: Japan-Vietnam Joint Initiative)를 설치하였다.
이는 개도국 베트남의 산업구조 고도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물리적 및 제도
적 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육성 등을 통해 현지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전략적
으로 설치한 것이다. 특히 JVJI는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GVC 구축과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을 베트남 최고위층에 직접 전달한다는 데 큰 의미
가 있다.213)
210) ⽴⽯譲⼆(2017), p. 39.
211) ⽴⽯譲⼆(2017), p. 40.
212) ⽴⽯譲⼆(2017),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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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JI는 양국이 거국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경제 및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METI)을 비롯한 중앙부처, 베트남 진출 유관기관(대사
관, JICA, JETRO 등), 민간의 현지주재 상공회의소와 경단련 등과 전문가그
룹이 참가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베트남에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JVJI는 우선 분야별 작업반(working team)을 통해 베트남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데, 보다 중요하고 선행되는 것은 현지
진출 일본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이 현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수집ㆍ분석되어 제출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정부
와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방안 연구, 이와 관련한 물리적 및 법ㆍ제도
적 인프라 정비와 개선방안 논의, 일본 ODA와의 연결 및 정합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대표단(일본은 민관 대표 및 전문가, 베트
남은 관련 부처)이 참가하는 모니터링위원회와 평가ㆍ촉진위원회가 2년 단
위로 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214) 1단계(2003. 12~2015.
11)를 보면, 베트남의 지원산업 육성과 활용, 세제 개편, 외자유치 확대를 위
한 제도 개선, 주요 산업 발전전략 수립, 비자제도 수정, 각종 법 및 제도 개정
과 개선, 인재육성,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개발 등 4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
고, 많은 분야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직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215) JVJI는
2017년 12월까지 6단계를 거치면서 전체 470여 개 세부 항목에 대한 목표
달성률이 78~94%에 이를 정도로 높은데,216) 이는 일본기업을 위한 비즈니
스 환경과 애로사항 해결 측면에서 보면 큰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VJI는 2018년 7월 시작된 7단계에도 9개의 작업반을 통해 65개의 행동계
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개설한 JVJI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차 세분화되고 진화하는데, 이에 따라 JVJI는 OECD(2013)와 WTO and
213) 정재완, 김대홍(2018), p. 130.
214) 정재완, 김대홍(2018), pp. 136~137.
215) 在ベトナム日本国大使館(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0).
216) 在ベトナム日本国大使館(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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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17)가 주장하는 GVC 참여를 위한 정책이나 AfT의 구성요소를 망
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JVJI의 성공을 토대로 2010년대 이후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얀마와도 미얀마ㆍ일 공동 이니셔티브(MJJI: Myanmar-Japan
Joint Initiative)를 2012년 개설하였다. 역시 MJJI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
얀마의 투자환경 정비 촉진ㆍ신속화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지 진출 일본기
업의 비즈니스와 GVC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MJJI는 2019년 현재 2단계
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출입, 산업정책, 세무, 금융보험, 투자촉진 등 5개 작업
반(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미얀마 일본대사관, 미
얀마일본상공회의소(JCCM), JETRO 등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 일본기업이
직면한 투자환경 등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217) 일
본은 MJJI를 통해 2018년 11월 미얀마의 수입규제 완화, 통관수속 원활화,
세제 개혁 등 27개 분야의 개선책을 담은 제언서(activity)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18)

마.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발굴 및 해결
앞에서 제시한 일본의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 특히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는 일본의 적극적인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메커니즘이 있기에 가능하다. 일본이 현지 진출기업이나 일본 내 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의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상공조합중앙

217)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2019), p. 2.
218) Embassy of Japan in Myanmar et al.(2018),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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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대한 의식조사,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주요 지역
별 진출 일본계 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중소기업 해외사업
활동 실태조사,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아시아비즈니스앙케트 조사 등이 있
다.219) 이들의 조사내용은 조사 목적이나 조사기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현
지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과 GPN 구축과 GVC 참여에 대한 애로
사항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들 설문조사는 정기적일 뿐만 아니
라 조사대상 기업이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회원사로 둔 아세안일본인
상공회의소연합회(FJCCIA: Federation of Japan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in ASEAN)와 같은 기관이나 기업협회도 일본기
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광범위한 조사결과는 일본 국내외 다양한 경로와 기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
소, 특히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GVC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수
립에 반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FJCCIA를 들 수 있
다. FJCCIA는 매년 아세안에 진출한 수천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애
로사항과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 측에 개선사항이나 해
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FJCCIA 활동에서 돋보이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담
은 요청서(Proposals)를 아세안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통해 아세안 사무국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아세안 간의 고위급 실무회담을 거쳐 일ㆍ아세안
경제장관 회담에 매년 보고하며, 필요할 경우 일ㆍ아세안 정상회담의 의제로
도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JCCIA는 아세안 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매년 6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요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가장 효과적인 애로사항 해결 루트로 평가받고 있다.220)
앞에서 살펴본 베트남과 미얀마의 경우 공동 이니셔티브 역시 현장을 통해
219) 정재완, 김대홍(2018), p. 128.
220) 정재완, 김대홍(2018),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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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충분한
조사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노력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GVC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진출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많이 진출한
국가(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일수록 원재료와 부품을
현지에서 많이 조달하고 있으나, 본국 일본에 대한 조달 의존도 역시 높게 유
지하고 있다. 이는 현지에 자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최근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Thailand plus One’
전략의 당사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는 아세안으로부터의 조달
비중도 높다. 인도차이나 국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중국으로부터 점차 많이
조달하고 있다. 인도에 일찌감치 진출한 자동차 산업도 표면적으로는 높은
현지화를 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핵심 부품 및 기술
도입이 여전한 상황이다.
일본기업은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기업으로부터도 많
이 조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일본기
업의 활발한 진출에 의한 자국기업 간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부품이나 첨단제품에 대한 현지기업의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
지의 부품ㆍ소재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자국기업으로부터도
많이 조달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기계기구는 중국으로부터의 조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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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으나 최근 일본과 외자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현지조달 비중 역시 높아
지고 있고, 수송기계는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데 이는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
발한 데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판매구조와 관련해 일본기업은 최근 본국
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보다 현지 판매를 우선하고 그 비중 역시 빠르게 높이
고 있다. 이유로는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도, 인도네시아, 태
국 등)의 경우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자국기업이 많이 진
출한 국가의 경우 자국기업 간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전체 경영 애로사항의 중요한 점으로 원재료ㆍ부품 현지
조달의 어려움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이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GVC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
으로 품질과 기술 면에서 일본 이외 지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높게 선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거래선의 재료와 부품 지정에 의한 대체 불가
능, 생산의 안정성과 납기면에서 일본의 우위 등을 들고 있다.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지조달을 확대하거나 아세
안을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미ㆍ중 통상마찰과 보호무
역주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갈수록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은 초기에는 조립판매 패턴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이 집단적 외자유치ㆍ수출지향형 성장과 경제통
합을 추진하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역내 생산 및 분업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아세안이 추진한 BBC, AICO, CEPT 등의 정책도 크
게 기여하였고 이러한 흐름에 도요타를 비롯 미쓰비시, 혼다, 닛산 등 일본 자
동차 기업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은 아세안의 역
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공급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일본기업들은
현지시장을 위한 전략차종 개발, 현지정부의 자동차 정책에 대한 적극 협조
및 인센티브 향유, 선점 전략과 함께 제3기업 진출 저지를 위한 진입장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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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다양한 부품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의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러한 생
산네트워크와 부품조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판매 및 A/S 네트워크도 성공
적으로 구축하였다. 도요타 그룹의 아세안 자동차 시장 선도 및 역내 네트워
크 구축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도요타그룹은 △ 1톤 픽업
트럭과 승합차 중심의 전략차종 개발 △ 태국을 지역총괄 및 핵심생산ㆍ수출
거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를 생산ㆍ수출거점으로 육성 △ 다양
한 부품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역내 및 현지국 내 조달망 구축 등의 특징
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요타그룹 내 부품계열사나 자회사의 경우 아세안 내
에서 모(母) 그룹과 같은 특정 클라이언트에 종속되지 않은 형태로 많이 진출
한 점이 주목된다. 일본 자동차의 아세안 시장 장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도 역내 네트워크에 편입하고 있다는 점,
아세안 내 자동차 생산구조가 전기차ㆍHEVㆍPHEVㆍ저연비자동차 중심으
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중국과 한국 자동차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인도에 선도적으로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 스즈키의 경우 인도의 개방화
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진출하여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지 생산 네트워크
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을 점유하는 데 성공했다. 스즈키의 진출 당시 인도는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비교적 폐쇄적인 여건에서 경쟁이
높지 않았으며, 따라서 인도시장의 수요가 절대적인 소형차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진출 초기부터 인도정부의 현지화
압박에 직면하여 현지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였
다. 스즈키는 진출 초기부터 일본 협력사의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
는 한편, 고유의 생산 및 경영 방식을 인도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현지 인력
및 협력사와의 네트워크를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
주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인도가 본격적인 개방을 시작한 이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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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에서도 인도시장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
다. 특히 마루티 스즈키는 2000년대 중반 인도시장 내 경쟁이 심화된 이후 △
일본 본사 디자인의 단순 복제를 탈피하는 현지의 독자적인 디자인 역량 확산
△ 해외기업과 인도 현지기업의 매칭을 통한 현지 기술역량 강화 △ 현지 협
력사에 대한 교육 제공, 통화 헤징, 현지 부품 개발 시 비용분담 등 각종 지원
을 제공함으로써 현지 생산 네트워크의 질적 고도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현지기업의 역량 개발을 지원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인도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 등의 경쟁사
에 비해 수출비중이 낮다는 점은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수출을 촉
진하고자 하는 인도정부의 요구에 따라 마루티 스즈키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
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현지 진출 자국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
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 중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 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절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네트
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
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크게 돋보이고 있다. 특히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
고 해결하는 메커니즘인 공동 이니셔티브(JI)와 FJCCIA의 활동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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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가치사슬 구조 분석,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조사, 한국과 일본
의 GVC 구축 사례 분석 등 거시 및 미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가.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가치사슬 특징
먼저 신남방지역 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아세안과 인도의 교역 증
가율은 세계 평균 수준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고, 주요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교역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② 아세안의 교
역 대상국 중에는 중국ㆍ한국ㆍ인도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일본ㆍ미국의 비
중은 절대 수준은 높지만 감소하고 있다. 신남방지역 교역에서 중국, 한국, 인
도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③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 인도의 수출입 품목이 전반적으로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가공형
태도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등 중간재 교역비중이 늘고 있다. ④ 아세안 역
내 또는 아세안과 인도 간의 교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분업화와 가치사슬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아세안, 대인도 교역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해 신남방지역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 국별로는 베트남과 인도
를 중심으로 교역이 크게 늘고 있다. 품목별로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사무기
기ㆍ전자기기ㆍ통신장비 품목이 크게 늘고, 가공형태별로는 중간재를 수출
하고 중간재와 최종재를 수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과의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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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① 신남방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교역과 마찬가지로 추
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② 아세안의 경우 투자국별로는 일본, 싱가포르, 중
국, 미국, 한국 등 대부분 신남방지역 이외 국가이고 ③ 유입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④ 산
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금융, 보험, 도소매, 부동산)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⑤ 인도의 경우 일본ㆍ싱가포르ㆍ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투자가 확대되
고 있고, 서비스ㆍ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ㆍ통신ㆍ건설개발ㆍ유통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신남방지역 투자는 크게 늘어 신남방지역은 한국의 두 번
째 투자 대상국이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투자 집중도가 높으며, 업
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이나, 최근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인도에 대
한 투자는 많지 않은 편이고 대부분 일부 주력산업(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신남방지역에서의 교역 확대는 외국인투자 확대, 글로벌 생산
분업화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
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
과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①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
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②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
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
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상품과
GVC 이용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
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④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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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
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⑥ 한국은 글
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
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
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
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
포르는 한국과 국제분업 관계가 높다.

나. 신남방지역 내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
향후 신남방지역에서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기 위
해서는 우선 잠재 협력 유망 산업 및 기회를 발굴 및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
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
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의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 이 분야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
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
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 및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
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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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제조업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
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표 7-1]과 같이 도출
하였다.

표 7-1.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성장 유망 산업
구분
식음료 가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

○

○

○

○

섬유

○

의류

○

○

가죽 및 가죽제품

○

목재 및 목제품

○

코크스-석유정제제품

○

화학 및 화학제품

○

○
○

○

○

○

○

제약

○

고무 및 플라스틱

○

비금속광물

○

기초금속

○

금속가공

○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
○

○

○
○

○

○

○

자동차, 트레일러

○

○

기타 운송장비

○

○

건설 및 건축 자재

○

○

자료: 앞의 [표 4-36]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산업 육성전략과 성장 유망 산업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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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GVC 구축 실태
한국의 GVC 구축 확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GVC 구
축 상황 및 애로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
국기업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 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
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
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
터 비슷하게 조달하고 있다. ②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
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③ 현지 원
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
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청 혹은 지정 등이었
다. ④ 진출 목적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
지 아세안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 수입시장에 대한 공급이
다. ⑤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지기업의 품
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
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인도의 경우 ①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
업의 조달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
어 현지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비중이 매우 높
다. 반면에 전기전자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
입 조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②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구조는 자
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
자의 경우 인도 거점의 수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③ 한국기업은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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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와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 한국과 일본의 GVC 구축 비교
본 절에서는 한국기업 또는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국과 일본
기업의 신남방지역 내 GVC 구축 현황 및 사례를 비교한다. 비교 내용을 [표
7-2]와 [표 7-3]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일본의 경우 ①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
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
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②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
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오래되었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를 선도하는 앵커기업
(Anchor Company)과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본기업이 아세안, 인도, 중국 등에 주요 지역별로
생산거점이나 RPN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큰 배경이 되고 있다. ③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
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거나 세련화를 진행하고 있
다. 특히 모듈화와 짧아진 제품주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대행업자를 통한
제조의 단순화나 첨단기술 능력을 갖춘 파트너 기업 물색 등을 추구하고 있
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이에 반해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에 비해 진출 역사가 짧은 데다가 진출기업
역시 많지 않다. 게다가 진출업종 역시 다양하지 않고 역내 생산거점이나
GPN을 선도하는 대기업이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인도
에 진출한 자동차 분야는 제외). 이에 따라 ① 최근 많이 진출하고 있는 전기
전자와 진출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섬유ㆍ의류는 GVC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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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한국과 일본 기업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비교: 원재료ㆍ부품 조달
구분

한국기업(전체, 최근 3년)

일본기업(제조업, 최근 5년)

- 전체적으로는 30%대 중반이나 최근 감소 - 전체적으로는 46% 정도로 가장 많으나 조금
현지조달
비중

추세
리핀 순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감소

본국 및
제3국
으로부터
조달

축소 추세

-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베트남, 필 - 태국이 가장 높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 전체적으로 40% 정도를 한국으로부터 수
입하고 모든 국가에서 증가추세.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높음
- 제3국 비중은 감소추세이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증가

필리핀은 증가
-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감소
- 전체적으로는 30% 정도 일본으로부터 수입.
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급증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일본보다 아세
안과 중국으로부터 조달비중 높음
- 현지국 기업 비중이 50% 중반이고 현지진

현지국
기업
조달

- 베트남 진출 전기전자와 섬유ㆍ의류는 협력

출 일본계 기업이 30% 후반

업체와 현지국 기업에서 비슷하게 많이 조달 - 현지국 기업은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베트남 진출 자동차ㆍ기계는 협력업체에서
많이 조달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음
-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은 필리핀, 태국, 인
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높음

- 짧은 진출 역사(일부 업종 제외)
배경
또는
원인

대표
업종

(진출 초기)

특성

RPN 구축 사례 없음(단, 인도 진출 자동차

지역별로 생산거점 및 RPN(지역생산네트워

는 구축)

크) 구축

- 베트남 진출 전기전자와 섬유ㆍ의류는 최근 - 많은 업종에서 구축
활발(RPN 구축 시작 단계)
- 인도 진출 자동차
출 초기이고 한국ㆍ중국으로부터 많이 조달
(인도 진출 자동차는 RPN 구축)
- 베트남 진출 섬유ㆍ의류가 인도네시아보다
RPN 구축 활발

최근
변화
혹은
전망

분포

- 신남방지역에 제대로 된 생산거점 또는 - 아세안 주요국, 인도, 중국을 비롯한 주요

- 베트남 진출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는 진
업종별

- 오랜 진출 역사

- 현지 협력업체나 한국계 업체가 많지 않음 - 많은 현지 협력업체나 관련 일본계 기업

- 많은 업종에서 현지화 확대
- 베트남 중심으로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진출 확대 기조
- 섬유ㆍ의류 업종의 경우 OEM 및 CMT 생
산방식 위주여서 RPN 구축 제한적

- 특히 전기ㆍ전자,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활성화
- 전기기계기구는 현지국보다 일본으로부터
많이 조달
- 화학ㆍ의약, 철ㆍ비철ㆍ금속, 수송기계기구는
현지에서의 조달비중이 높음
- 현지 생산 네트워크의 재구축과 세련화 동시
진행
- 제조대행업자를 통한 단순화 추구
- Thai plus One 전략
- 전기ㆍ전자 분야 등에서 현지 진출 한국계 기
업 활용기회 확대 전망

자료: 곽성일 외(2016), p. 128을 참고해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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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한국과 일본 기업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비교: 제품 판매
구분

한국기업

일본기업(5년간 변화)

-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이나 최근 감소추세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
- 전체적으로 2/3를 현지 판매하는 패턴 지속
현지판매 서 높고 싱가포르에서는 감소
-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는 매우 높고 필
비중 - 베트남 진출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는 현
리핀, 라오스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지판매가 두드러짐
- 인도 진출 자동차는 압도적
- 전체의 15%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패
-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추세
턴 지속
본국 및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증가 추
-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는 일본 수출비중이
제3국
세이나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감소세
높음
수출 - 섬유ㆍ의류는 베트남에서는 한국, 인도네시
- 싱가포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은 아세안
아에서는 미국 수출이 우위
수출비중도 높음
배경
또는
의미

- 가장 큰 투자목적이 내수시장 진출
- 많은 업종에서 RPN 구축 시작
- 한국의 수입시장으로서 역할 확대

- 가장 큰 투자목적이 내수시장 진출
-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 간 생산ㆍ판매 네
트워크 구축 활발

자료: 저자 작성.

다. ② 인도에 진출한 자동차는 RPN이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된 것으로 파악
된다. ③ 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많이 진출한 섬유ㆍ의류는 OEM 및
CMT 방식의 생산패턴을 가진 소규모 기업이 많아 RPN 구축에는 제한적이
고 GVC 역시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 기업 모두 투자
의 가장 큰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기업
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더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배
경이다. 한국기업은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절반 정도로 높지만 최근 본
국으로의 역수출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한
국의 내수시장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많은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역
수입 필요성 역시 커진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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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시사점
본 절에서는 앞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
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시사점은 크게 정
책 방향과 정책 과제로 구분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7-1.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측면에서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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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 방향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방향: 신남방지역에서의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먼저,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
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신남방지역이 무역, 투자, 가치사슬 측면에
서 주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에 필요하기 때문
이다. 신남방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및 현지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구축이 확대되면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
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
역은 늘어날 것이다. 이 외에도 신남방지역에서의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
대는 신남방지역과의 무역불균형을 완화시켜 현 정부의 신남방 경제정책 골
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수출만 본다면 현지투자가 성
숙 단계에 접어들거나 관련 업체의 동반진출 확대, 현지화 확대 등이 진행될
경우 직접투자를 통한 수출확대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일
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경제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활동을 주축으로 한 구조로 변화되었고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일
본의 무역수지 흑자감소, 소득수지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등의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구조를 변화시켰다. 즉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생산 네
트워크 및 GVC 구축 확대는 신남방지역과의 무역수지 흑자를 감소시켰고,
이는 통상마찰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221)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구축으
로 인한 이러한 변화는 신남방지역 주요 국가와 무역수지 불균형의 확대 및
221) 西口清勝(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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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에 따른 통상마찰을 막고 신남방정책을 통한 상생번영 공동체도 실질적
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② 추진방식: 거점국가 다변화, 고도화 및 차별화, 연계성 강화
신남방지역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방식의 경우 먼저, 거점국가
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GVC 거점국가는 베트남에 집
중되어 있다.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에서 가치사슬 거점이 말레이
시아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변화된 구조로 변모하고 있어
한국도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
를 모색하거나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과 같은 성공 사례를 신
남방지역에서 추가로 발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거대한 내수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젊고 풍부한 노
동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인도 등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40~50%에 달하는 아세안 내 베트남 집중도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이 제2의 베트남 추진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여
기서 고도화는 한국의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현지에서의 중간재 생산 및 수
출을 의미한다. 신남방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중간재 수출입이 증
가하는 등 GVC 고도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남방지역은 제조업 육
성정책 강화,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요구 및 기술이전 중시, 임금상승에 따
른 생산비용 상승 등 무역 및 투자환경이 바뀌고 있고 일본, 미국, 중국 등 글
로벌 기업의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신남방
지역 가치사슬 이용방식은 아세안과 인도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임가공
형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신남방지역의 이러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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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변화를 고려할 경우 신남방지역 수출상품 고도화와 현지에서 제3국으로
중간재 수출 등과 같은 가치사슬 전략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
가로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의약, 바이오산업은 산업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
기에, 산업에 필요한 신약 개발, 정밀기계 등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방식도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일본,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기
업의 진출 확대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
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 네트워크 및 GVC를 확대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생산 네트워크 및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
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지역은 아세안-인도 FTA, 아세안경제
공동체(AEC),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MPAC 2025) 등 역내생산요소(상품ㆍ
서비스ㆍ자본ㆍ숙련인력) 이동 자유화 및 물리적ㆍ제도적ㆍ인적 연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15개국이 참여해
타결을 선언한 RCEP은 발효 시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이용비중과 연계가 증
가하고 한국의 가치사슬 중점 협력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 이외에 새롭게 아
세안 국가와의 가치사슬 연계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RCEP은 신남방지역
국가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을 수월하게 하여 역내 무역 연계도를 더욱
높이고, 역내 경제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222) 구체적으로 신남방지
역 내 한국-아세안(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인도로 연결하는 3각 구도의 GVC
를 구축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신남방지역
222) 오수현 외(2019),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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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GVC 연계 구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인도-인도
네시아-베트남, 전기전자의 경우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섬유ㆍ
의류의 경우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로 연계 구도를 구상해볼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한ㆍ아세안 FTA, 한ㆍ인도 CEPA, 아세안ㆍ인도
CECA, 한ㆍ베트남 FTA 등과 2019년 말 현재 실질 타결한 한ㆍ인도네시아
CEPA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도를 비롯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모두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현재에도 전기전
자, 자동차,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역내 거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3국
간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활발한 데다가 현지국 정부 또
한 이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한편 수출 및 투
자 시 신남방지역의 역내 연계성 활용은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무
역수지 흑자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자동차 수출의 경우 한
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하기보다 인도 현지 자동차 공장을 통해 인도
네시아로 수출하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직접 수출에 비해 감소하기
때문이다.

③ 진출 및 확대 분야: 한국 강점과 현지 유망 산업이 결합된 분야 집중
셋째, 가치사슬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
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7-4]와 같
이 한국은 주요국 대비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석유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이나, [표 7-5]와 같이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별로 유망한 산업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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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및 가치사슬에 기초한 잠재 협력기회
석유정제

화학

전자부품

베트남

○

○

○

태국

○

싱가포르

○

자동차 운송장비

○

필리핀

○

인도

○

자료: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7-5.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에 기초한 유망 협력 산업

구분
식음료 가공

인도네

말레이

시아

시아

○

○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

○

○

○

○

섬유

○

의류

○

○

가죽 및 가죽제품

○

목재 및 목제품

○

코크스-석유정제제품

○

화학 및 화학제품

○

○
○

○

○

○

○

제약

○

고무 및 플라스틱

○

비금속광물

○

기초금속

○

금속가공

○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
○

○

○
○

○

○

○

전기 설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

○

기타 운송장비

○

○

건설 및 건축 자재

○

○

주: 음영 네모는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및 가치사슬에 기초한 잠재 협력기회와 공통적인 산업을 의미.
자료: 앞의 [표 7-1]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성장 유망 산업, [표 7-4]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및 가치사슬에 기초한 잠재
협력기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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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과제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
향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정책 과제 그룹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GVC 컨설팅 기능 강화
한국기업은 현지에서의 GVC 구축이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지기업의 품질 경
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
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었다. 한국정부는 일
본, 중국과 달리 제한된 재원(ODA, 공적개발금융)하에서 가치사슬 측면에서
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신남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요인을
개선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서 우선 ODA를 적극 활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ODA를 통해 현지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산업발전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서비스 연계비용 절감,
기업의 진출입지 비교우위 확보, 특히 GPN/GVC 구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다양한 전략 수립 및 시행 등에 주력하고 있다. 비슷한 투자구조와 흐름
을 보이고 있는 한국 역시 현지 진출기업의 GPN/GVC 구축,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류망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
기반 조성, 인적자원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에 비해 공적개발금융이 열세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지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 산업단지 개발로 대변되는 산업기반 조성, 인적자원 개발 등을 집
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ODA 자금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적시에 집행하는 것이다.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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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식을 가진 한ㆍ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셋째, 일본의 해외인적자원개발과 기술이전은 현지 진출기업의 GVC 구축
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중 AOTS를
활용한 지원 사례(연구소의 비즈니스 매칭, 동창회 구성 및 네트워킹 활용, 기
술인재양성학교 설립 등)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 역시 산업
연수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신남방지역 출신의 한국 유학생이 급증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끝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
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지역 진
출 한국 섬유ㆍ의류 기업의 경우 여러 업체가 다른 국가나 현지국 내 다른 지
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및 GVC 재구축에 대한 컨설팅이 절실하다.

② 현지 협력환경 개선: FTA 체결 확대 및 개정,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한-아세안 협의체 강화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정책 과제 중 거
시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양자 및 다자 FTA 체결 확대 및 개정
이다. 한국은 2018년까지 한-아세안 FTA(2007. 6), 한-인도 CEPA(2010. 1),
한-싱가포르(2006. 3), 한-베트남 FTA(2015. 12)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9년 한-인도네시아 CEPA가 실질 타결되고,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 타결이 선언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필리핀, 한-말레이시아,
한-캄보디아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FTA는 일본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일본은 아세안
10개국 중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CLM을 제외한 7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
나 한국은 이제 3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그리고 GVC 확대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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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화 수준이 낮은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7-6. 한국, 일본의 신남방지역 역내 FTA 추진 현황(2019년 11월 현재)
아세안 전체
- 아세안-한국 FTA(AKFTA)
한국

(상품, 서비스, 투자)
- RCEP
- 아세안-일본 CEP(AJEPA)

일본

- RCEP
- CPTPP(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개별 국가
-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 인도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 인도

자료: ADB(2019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9)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조사ㆍ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베트남과 인도를 비롯한 신남방지역 내 핵심 국가와 공동 이니셔
티브(JI)를 개설하는 것이 메커니즘 구축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3년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간 대화채널인 일ㆍ베트남 공동 이니셔티브(JVJI)를 설치해 베트남
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GVC 구축 지원, 비즈니스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요구
등을 베트남 최고위층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일본은 이의 성공을 토대로
2010년대 이후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얀마와도 미얀마ㆍ일 공
동 이니셔티브(MJJI)를 2012년 개설하였다. 또한 2018년 개설한 아세안한
인상공인연합회(AAKC)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의 활
동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회원사로 둔 아세안일본
인상공회의소연합회(FJCCIA)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FJCCIA는 매년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 측에 개선
사항이나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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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2장의 품목 분류
본연구

SITC Rev. 3

산 동식물과

0

Food and live animals

식음료

1

Beverages and tobacco

원료

2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4

Animal and vegetable oils, fats and waxes

3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5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6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동식물성 유지
포함)
광물성 연료
화학품
(플라스틱 포함)
재료류

71 Power-generating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류

72 Machinery specialized for particular industries
73 Metalworking machinery
74 General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n.e.s., and machine
75 Office machines and automatic data-processing machines

사무기기,

76 Telecommunications and sound-recording and reproducing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

의류 및 신발
자동차
그 외 운송수단

apparatus and equipment
77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nd

appliances,

n.e.s.,

and

electrical

84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85 Footwear
78 Road vehicles(including air-cushion vehicles)
79 Other transport equipment
81 Prefabricated buildings; sanitary, plumbing, heating and lighting
fixtures and fittings, n.e.s.
82 Furniture, and parts thereof; bedding, mattresses, mattress
supports, cushions and similar stuffed furnishings
83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그 외 품목

87 Professional, scientific and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n.e.s.
88 Photographic apparatus, equipment and supplies and optical
goods, n.e.s.; watches and clocks
89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n.e.s.
9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ot classified elsewhere in the
SITC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를 저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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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ADB-MRIO 국가
국가 코드

국가명

국가 코드

국가명

AUS

Australia

KGZ

Kyrgyz Republic

AUT

Austria

KOR

Korea

BAN

Bangladesh

LAO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BEL

Belgium

LTU

Lithuania

BGR

Bulgaria

LUX

Luxembourg

BRA

Brazil

LVA

Latvia

BRN

Brunei Darussalam

MAL

Malaysia

BTN

Bhutan

MDV

Maldives

KHM

Cambodia

MEX

Mexico

CAN

Canada

MLT

Malta

CHE

Switzerland

MON

Mongolia

CHN

China

NLD

Netherlands

CYP

Cyprus

NOR

Norway

CZE

Czech Republic

NPL

Nepal

DEU

Germany

PAK

Pakistan

DNK

Denmark

PHI

Philippines

ESP

Spain

POL

Poland

EST

Estonia

PRT

Portugal

FIJ

Fiji

ROM

Romania

FIN

Finland

RoW

Rest of the World

FRA

France

RUS

Russia

GBR

United Kingdom

SGP

Singapore

GRC

Greece

LKA

Sri Lanka

HKG

Hong Kong

SVK

Slovak Republic

HRV

Croatia

SVN

Slovenia
Sweden

HUN

Hungary

SWE

IDN

Indonesia

TWN

Taiwan

IND

India

THA

Thailand

IRL

Ireland

TUR

Turkey

ITA

Italy

USA

United States

JPN

Japan

VNM

Viet Nam

KAZ

Kazakhstan

자료: ADB-MRIO, 2007-2017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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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ADB-MRIO 산업 분류
산업
코드

산업명(국문)

1

농업, 임업, 어업

2

광업

3

산업명(영문)

산업분류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농업/광업

Mining and Quarrying

농업/광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Food, Beverages and Tobacco
섬유, 의복 제조업

5

가죽, 신발 제조업

Leather, Leather and Footwear

제조업

6

목재, 나무 제조업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제조업

7

펄프, 종이 제조업

Pulp, Paper, Paper, Printing and Publishing

제조업

8

코크스-석유정제 제조업

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제조업

9

화학 제조업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제조업

10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Rubber and Plastics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 제조업

Other Non-Metallic Mineral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제조업

13

전기장비 제조업

Machinery, Nec

제조업

14

전자부품 제조업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제조업

15

자동차, 운송 제조업

Transport Equipment

제조업

16

기타 제조업

17

전기, 가스, 수도 공급업

18

건설업

19

자동차부품 판매업

20

도매업

21

소매업

22

숙박 및 음식점업

23
24
25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제조업

4

Manufacturing, Nec; Recycling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Construction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Sale of Fuel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pair of Household Goods

제조업

제조업
공익사업,
건설업
공익사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Hotels and Restaurants

사업 서비스업

육상 운송업

Inland Transport

사업 서비스업

수상 운송업

Water Transport

사업 서비스업

항공운송업

Air Transport

사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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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드
26

산업명(국문)
운송 관련 서비스업

27

정보통신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부동산업

30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31

공공행정, 국방행정업

32

교육 서비스업

33

보건 및 사회복지업

34
35

협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자가고용활동

산업명(영문)
Other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산업분류
사업 서비스업

Post and Telecommunications

사업 서비스업

Financial Intermediation

사업 서비스업

Real Estate Activities

사업 서비스업

Renting of M&Eq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사업 서비스업
Public Admi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개인 서비스업

Education

개인 서비스업

Health and Social Work

개인 서비스업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개인 서비스업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개인 서비스업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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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신남방국가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
부표 4-1. 브루나이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BRN

총수출

최종재

중간재

비중

비중

DVA

FVA

RDV

PDC

GVC
참여도

농수산/광업

2,909.1

0.2

99.9

91.6

5.5

0.0

3.0

40.2

제조업

1,778.7

0.6

99.4

92.6

5.0

0.0

2.4

37.5

(코크스-석유정제)

1,704.9

0.3

99.7

93.2

4.6

0.0

2.2

36.9

(화학)

26.5

0.3

99.7

93.2

4.3

0.0

2.5

41.4

(섬유, 의복)

13.7

9.6

90.5

83.7

10.7

0.1

5.6

44.9

(식료품, 음료, 담배)

8.1

5.8

94.2

52.8

32.1

0.0

15.1

64.0

(전자 부품)

6.6

11.0

89.0

69.0

18.1

0.0

12.9

59.7

공공사업건설업

54.1

60.4

39.6

56.5

39.5

0.0

4.0

52.0

사업 서비스업

388.0

36.3

63.7

74.6

18.7

0.0

6.7

46.9

개인 서비스업

51.5

82.0

18.0

84.4

15.0

0.0

0.6

19.2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
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4-2. 캄보디아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KHM

총수출

최종재

중간재

비중

비중

DVA

FVA

RDV

PDC

GVC
참여도

농수산/광업

1,314.7

32.4

67.7

86.1

9.7

0.2

4.0

40.2

제조업

5,005.7

83.5

16.5

65.7

32.4

0.0

1.9

39.1

(섬유, 의복)

3,903.9

97.0

3.0

64.1

35.4

0.0

0.5

36.7

(1차 금속)

525.5

23.2

76.9

73.6

16.4

0.0

10.0

54.3

(식료품, 음료, 담배)

256.7

60.8

39.2

71.9

24.0

0.1

4.0

38.3
43.1

(펄프, 종이)

138.4

29.0

71.0

67.5

27.2

0.0

5.3

(고무, 플라스틱)

46.9

72.6

27.4

56.3

40.4

0.1

3.3

48.1

공공사업건설업

216.5

23.1

77.0

63.2

29.1

0.1

7.6

49.5

사업 서비스업

2,072.3

34.6

65.4

78.7

15.9

0.0

5.4

40.4

개인 서비스업

165.4

40.3

59.8

83.0

13.8

0.0

3.2

31.9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
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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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 라오스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LAO
농수산/광업

총수출
1,545.0

최종재

중간재

비중

비중

20.0

80.0

DVA
92.7

FVA
5.2

RD

PD

GVC

V

C

참여도

0.1

2.0

36.4

제조업

633.4

58.5

41.5

85.1

12.8

0.0

2.1

26.6

(식료품, 음료, 담배)

199.7

65.7

34.3

85.0

13.0

0.0

2.0

26.1

(섬유, 의복)

184.0

82.6

17.4

82.7

15.9

0.0

1.4

24.0

(목재, 나무)

157.7

26.6

73.4

90.1

8.2

0.1

1.7

24.9

(가죽, 신발)

36.7

87.4

12.6

85.7

13.5

0.0

0.8

19.3

(기타 제조업)

17.3

42.6

57.4

84.4

11.7

0.1

3.8

36.0

공공사업건설업

584.4

14.3

85.7

88.6

8.3

0.0

3.1

40.4

사업 서비스업

335.5

30.2

69.9

82.2

12.0

0.0

5.8

40.9

개인 서비스업

111.5

68.0

32.0

91.7

7.5

0.0

0.8

18.8

주: 1) 괄호 안의 산업은 제조업 상위 5대 수출 산업을 지칭한다.
2)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
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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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한국의 신남방국가 산업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
부그림 5-1. 한국의 대필리핀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5-2.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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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5-3. 한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5-4.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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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5-5. 한국의 대브루나이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5-6. 한국의 대라오스 주요 수출 산업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DVA=총수출 국내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RDV=총수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 PDC=총수출
중복계산분.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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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한국의 제조업 현시비교우위

부그림 6-1. 한국 제조업 현시비교우위(2007~17년)

주: RCA=현시비교우위지수, VRCA=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
자료: ADB-MRIO(2007~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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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한ㆍ신남방지역 기업 간 생산 네트워크 구축
관련 설문조사
한∙신남방지역 기업 간 생산 네트워크 구축 관련 설문조사223)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역내 교
역 확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담당자나
책임자께서 직접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 및 사례 분석을 위해
서만 사용되고, 귀하와 귀사의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보
호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설문결과는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지 중 하나인 아세안
및 인도와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화에 대한 현지 진출 기업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해 우리 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에 사용될
것이므로 각 문항에 성의껏 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향후
e-mail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구 책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TEL: 82-44-414-1141)
(FAX: 82-44-414-1162)
(이메일: ysjeong@kiep.go.kr)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當 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본 설문조사지는 곽성일 외(2016), pp. 200~217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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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개 및 분류
※ 귀사의 한국 내 모기업(본사)에 관련된 사항
① 개인기업
② 중소기업: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 단, 전기장비와 1차 금
1. 사업체
구분

속 업종 등은 1,500억 원 이하
③ 중견기업: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초과(단, 식료품 등은 1,000
억 원 초과) 혹은 상시 직원 수 1,000명 이상
④ 대기업(매출액 5조 이상인 기업 및 그 계열사)

2. 해외

⑤ 30대 재벌기업군
세계 전체 : ( 개 회사)

현지법인

동남아 지역 : ( 개 회사)

(귀사 포함)

남아시아 지역: ( 개 회사)

3. 귀사의 진출 국가는 어디입니까? ( )

4. 귀사의 진출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5. 귀사의 진출 업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단수]

① 자동차/수송기기

② 전기전자

③ 기타 (

)

6. 귀사의 생산 공정 분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복수의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중요도 순으로 작성]

① 제품ㆍ연구 개발
④ 유통

② 제조: 반제품ㆍ중간재 생산

⑤ 판매ㆍ서비스

⑥ 기타(

③ 제조: 최종재 생산
)

7. 귀사의 2017년과 2018년 연간 매출액은 대략 얼마입니까?[원화 표기, 1,000,000]
- 2017년: 약 백만 원
- 2018년: 약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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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매입 분류 및 구조

문1. 귀사는 현재(2018년) 주요 원자재 혹은 중간재(부품)를 몇 개 국가(현지국가 포
함)로부터 수입/매입하고 있습니까?
(

)개 국가

문1-1. 귀사는 전년(2017년)에는 주요 원자재 혹은 중간재(부품)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2. 주요 원자재 혹은 중간재(부품)의 수입/매입 국가, 비중, 대상기업에 대한 내용입
니다. 귀사의 현재 수입/매입 구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및
체크 표시, 대상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비중이 큰 것을 기준으로 선택〕

지역 및 국가 구분
한 국
중 국

남아시

한 국( %)
중 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태 국( %)
필리핀( %)
싱가포르( %)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브루나이( %)
인 도( %)

아

방글라ㆍ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

동남아

기타
지역

미
일
E
그

동일회사/그룹

국( %)
본( %)
U( %)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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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분류
협력업체 현지국기업

제3국 기업

문2-1. 귀사가 주요 원자재 혹은 중간재(부품)를 현지국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응답〕 (현지국으로부터 전혀 조달하지 않거나 조달비중이
미미한 기업 ☞ 문2-2로 이동)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가격 경쟁력 보유

⑦ 리스크 분산

② 적합한 품질/기술력 및 관리

⑧ A/S 신속화

③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⑨ 현지 정부의 권유나 강요

④ 현지국의 인센티브 부여

⑩ 소재ㆍ부품 등 관련 산업의 발달

⑤ 주요 거래선의 요청 혹은 지정

⑪ 기타( )

⑥ FTA 수혜 목적(관세/원산지 혜택 등)

문2-2. 귀사가 주요 원자재 혹은 중간재(부품)를 현지국으로부터 전혀 매입하고 있지
않거나 그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
선 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응답〕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현지국 내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부재

⑦ 사양변경, 서비스, 관리 등에서 신속대응 곤란

② 현지기업/종업원의 기술력 및 질 부족

⑧ 현지기업에 대한 정보ㆍ신뢰 부족 또는 네트

③ 생산 안정성 및 납기 불안

워크 미구축

④ 현지 국내 유통망(공급ㆍ물류업자, 물류인프라 ⑨ 품질ㆍ기술 등의 이유로 한국 이외 지역에서
등) 미비
⑤ 거래처의 지정 혹은 요청으로 대체 불가

생산하지 않음
⑩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⑥ 기존(한국이나 제3국) 거래선과의 관계해소 곤란 ⑪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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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귀사가 현지국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는 구체적인 품목(혹은 HS 코드)과 생산단계
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금액순으로 최대 3개까지의 품목 작성 및 해당되는 생산
단계 체크〕.
주요 매입 품목(혹은 HS
코드)

(매입 품목을 활용하는) 생산단계
제품

설비 및

가공

조립

품질

출하검사ㆍ

개발

재료 준비

공정

공정

검사

포장 및 유통

기타

①
②
③

문4. 귀사가 향후 1~3년 내 특정 국가로부터 원자재/중간재(부품)를 새롭게 혹은 추
가로 매입하거나 매입률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국가와 그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해당 국가에 체크 표시하고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
라 최대 3개까지 응답〕

지역 및 국가 구분
한 국

(

)

중 국

(

)

인도네시아(
동남아

태 국(
캄보디아(

남아시아

인도(

1순위(

) 필리핀(
) 미얀마(

) 3순위(

)

) 싱가포르(

) 스리랑카(
) 일 본(
그 외(

) 2순위(

) 베트남(

) 라오스(

) 방글라데시(
미 국(

기 타

)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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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

)

) 브루나이(
) 파키스탄(
)

)
)

① 가격 경쟁력 보유

⑦ 리스크 분산

② 적합한 품질/기술력 및 관리

⑧ A/S 신속화

③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⑨ 현지 정부의 권유나 강요

④ 현지국의 인센티브 부여

⑩ 소재ㆍ부품 등 관련 산업의 발달

⑤ 주요 거래선의 요청 혹은 지정

⑪ 기타( )

⑥ FTA 수혜 목적(관세/원산지 혜택 등)

수출/매출 분류 및 구조

문5. 귀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중간재 ② 자본재 ③ 소비재
※ 중간재: 완성재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부품이나 액세서리 등의 중간투입물
※ 자본재: 제품 생산에 필요로 하는 기계장비 등의 최종재
※ 소비재: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완성재

문5-1.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판매할 경우 주요 상대기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중간재 생산기업 ② 자본재 생산기업 ③ 소비재 생산기업

부록 ㆍ 351

문6. 주요 생산 제품에 대한 수출/판매 국가, 비중, 대상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사
의 수출/판매 구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및 체크 표시, 대상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비중이 큰 것을 기준으로 선택〕

지역 및 국가 구분
한 국

한 국( %)

중 국

중 국( %)

대상기업 분류
동일회사/그룹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동남
아

태 국( %)
필리핀( %)
싱가포르( %)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브루나이( %)

남아
시아

인 도( %)
방글라ㆍ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
미 국( %)

기타

일 본( %)

지역

E U(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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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현지국기업

제3국 기업

문6-1. 귀사가 주요 생산제품을 위 국가나 시장에 주로 수출/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응답〕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큰 소비 및 내수시장 보유

⑦ 시장의 성장 잠재성

② FTA 수혜 목적(관세/원산지 혜택 등)

⑧ 판매 및 A/S망 구축

③ 주요 거래선(주요 고객사)의 요청 혹은 지정

⑨ 지리적 인접성

④ 관계회사 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⑩ 문화적 유사성

⑤ 수출선 다변화 혹은 리스크 분산

⑪ 기타( )

⑥ 경쟁력(가격ㆍ품질)과 브랜드파워 보유

문6-2. 귀사는 전년(2017년)에도 주요 생산제품을 (어떤 국가든 해외로) 수출/판매
하였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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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국 기업과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관련 애로사항

문7. 현지기업을 활용(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또는 활용)하기 위해 귀사가 특별히 실
시한 노력이나 과정 또는 관련 활동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있다면 중요도 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작성〕.

있음(

없음(

)

① (

)

② (

)

③ (

)

)

예) 파트너 기업에 대한 기술 전수나 종업원에 대한 교육 지원, 경쟁력 보유한 현지 supplier
찾기(구체적 기재) 등

문8. 현지기업과의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기업
이 느끼는 애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중요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작성〕.

① (

)

② (

)

③ (

)

예) 현지 국내 물류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창고 등) 미비, 파트너 기업의 기술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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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한국기업과 현지기업 간의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9-1.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의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응답〕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⑥ 근로자 임금 안정

① 적합한 원재료 ㆍ 부품 생산

⑦ 기업 및 생산품에 대한 정보ㆍ신뢰 제공 확

② 종업원의 기술력 및 질 향상

대 또는 홍보 강화

③ 생산 안정성 및 납기 준수
④ 사양변경, 서비스, 관리 등에서 신속대응능력 향상
⑤ 판매 및 A/S망 구축

⑧ 현지국 정부의 적극 지원: 물류망 개선, 직업
훈련센터 건설 등
⑨ 기타( )

문9-2.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국 기업과의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구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응답〕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가격 경쟁력 보유

⑥ 현지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② 안정된 품질 및 관리 능력 보유

⑦ 현지 거래선(supplier, 물류업자) 발굴 노력

③ 납품기한 준수

⑧ 조달ㆍ판매ㆍA/S망 구축

④ 특정 기업/그룹에 대한 높은 의존도 탈피

⑨ 종업원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

⑤ 수입(매입) 및 수출(판매) 다변화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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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3. 한국기업과 현지기업 간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이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조치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
니다〔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응답〕.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② 현지의 물류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서비스연결비용(항만, 도로, 철도 등의 hardware infra와 통관,
인허가 등의 software infra 비용) 절감 지원
③ 한국기업 진출지역을 중심으로 한 입지비교우위(location advantage) 향상
④ 한국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현지의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조달처 및 판매처 소개
⑤ 현지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현지국에 대한 부품ㆍ기술 표준화 지원
⑥ 현지 파트너기업이나 현지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훈련 지원
⑦ 현지기업의 공급ㆍ판매ㆍA/S망 구축 지원
⑧ 한국중소기업 대상 통상마찰 및 애로사항을 공유ㆍ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
⑨ 한ㆍ아세안 FTA와 한ㆍ인도 CEPA 개정, 아세안 회원국과의 추가 양자간 FTA 체결 등을 통한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특히 관세 인하나 원산지 규정 조화 등
⑩ 현지 진출 한국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⑪ 기타-1 ( )
기타-2 ( )
기타-3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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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일본의 신남방지역 투자 진출 현황 및 특징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1965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
포르에 진출하면서 시작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아세안이
수입대체공업화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일본은 판매거점과 현지화를 위해 많
이 진출하였다. 당시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원료나 자원 획득과 저임
금 노동의 이용 목적,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현지시장 확보 등의 특징을 보였
다.224)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와 아세안의 외자유치ㆍ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
으로의 전환이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투자는 아세안 역외로의 수출
을 지향함과 동시에 아세안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생산거점을
재편하는 것과 아세안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고,
가공조립형 산업(전기전자, 수송기기, 기계 등) 중심, 100% 투자 선호, 제3국
수출 및 역수입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 등의 특징을 보였다.225) 진정한 의미
의 다국적기업형 투자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들
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국제수지 및 net 기
준)는 차이나 리스크가 발생한 2000년대 초반 대(對)중국 투자를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로는 크게 능가할 정도
로 활발했다. 2008년 발효된 일ㆍ아세안 FTA와 1990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
이 추진한 경제통합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인도에 대한 투자 역시 196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투자진
출은 인도가 개혁개방을 시작한 1990년대 들어서부터다. 특히 인도가 경제
개혁 지속 추진, 높은 경제성장 지속,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을 바탕으로 한 거

224) 西口清勝(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7).
225) 西口清勝(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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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수시장 등을 배경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였고 차이나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인도에 대한 투자는 200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
다. 2004년까지 연간 1억 달러대에 불과하던 일본의 인도에 대한 투자는
2008년에는 56억 달러를 기록해 최대치를 기록한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연평균 20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그림 8-1. 일본의 세계 주요국 및 지역별 투자 추이(2000~18년)
(기준: BOP 및 net, 단위: 백만 달러)

주: 투자 철수나 자본 회수 등은 제외하고 계산.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直接投資統計(검색일: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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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는 초기에는 태국보다는 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플라자 합의가 이루
어지고 아세안이 외자유치ㆍ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투
자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추이는 2000
년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
으나 본격적인 투자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 이후부터다. 특히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아세안이 경제통합을 본격화하면서 더욱 확대
되었는데, 아세안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면서도 인구 6억 이상의 거대 내수
시장을 공략한다는 복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AEC)를 결성하고 역외 지역과 메가 FTA 체결을 활발히 추구함에 따라 일본
기업의 전략은 지역 내 가치사슬(RVC)을 재구축하고 이를 글로벌 가치사슬
(GVC)과 연계하거나 연계를 확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226) 인도에 대한
투자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슷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
해 일본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차이나 리스크가 심화ㆍ확산되자 중국
을 보완하는 투자처를 전략적으로 찾기 시작하였고, ‘China plus One’ 지역
으로 전통적인 일본의 주요 투자처인 태국과 싱가포르에다가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필리
핀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부그림 8-2 참고).
일본 투자를 누적금액 기준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와
세계 전체에 대한 투자는 상반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전체로
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아세안과 인도에
는 제조업에 각각 67%와 88% 투자하고 있다. 아세안 내에서도 주요 투자처
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75~86% 정도를 제조업에 투자하고
226)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의 주요 목적은 중국 및 인도 등과의 경쟁을 위한 FDI 유치 확대이며,
아세안은 이를 통해 경제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폭넓은 산업기반 구축 등을 추구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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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8-2. 일본의 신남방지역 주요국별 투자 추이(2000~18년)
(기준: BOP 및 net, 단위: 백만 달러)

주: 투자 철수나 자본 회수 등은 제외하고 계산.
기타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의미.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直接投資統計(검색일: 2019. 7. 9).

있다.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이들 국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제
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송기계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
는데, 이는 일본이 아세안 역내에서 자동차 생산 및 부품분업 네트워크를 활
발하게 구축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투자의 70% 이상을 수송
기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도 역시 인도를 글로벌 자동차시장 생산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태국
과 필리핀에서는 전기기계, 베트남에서는 정밀기계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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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

0.04

1.69

0.81

0.77

부동산업

(기준: 금액, 단위: %)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비제조업 건설업 수송업 통신업 도소매업

주: 보고건수가 3건 이하인 경우 개별 기업정보 보호를 위해 x 표시, 철수나 자본 회수 등의 경우 –로 표시.
자료: 日本銀行 國際收支統計(검색일: 2019. 7. 9).

48.79

세계

제조업 식료품

부표 8-1. 일본의 신남방지역 국별 및 업종별 투자진출 구조(~2018년)

일본은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보험업에 많이 투자
하고 있다. 다만 전체의 60%를 비제조업에 투자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도소매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에 투자하고 있다.
진출한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일본
내 본사를 기준으로 한 경제산업성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현지법인(현재 영
업 중인 기업 대상)은 세계 전체로는 57%가 비제조업에 진출해 있는 반면 아
세안과 인도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비슷하게 진출해 있다(부표 8-2 참
고).227) 아세안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제조업에 진출한 현지법인이 많
은데, 일본은 수송기계, 화학, 정보통신기계, 생산용기계 순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 반면 비제조업에서는 도매업, 서비스업, 수송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많
이 진출해 있다. 특히 태국과 싱가포르에는 비제조업의 절반가량이 도매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인도에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송기계,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도매업에 많이 진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은 1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국가별로 경제규모, 경제수
준, 산업구조, 내수시장 크기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ㆍ문화적으로도 상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많은 국가에 생산 혹은 판매 거점
을 구축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아세안의 복수국가에 거점을 구축한 일본
기업은 전체의 15.4%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복수국가 조합은 태국ㆍ베
트남과 태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이고, 다
음으로는 태국ㆍ인도네시아, 태국ㆍ싱가포르, 태국ㆍ인도네시아ㆍ싱가포르
등의 순이다. 이는 2010년대 이후 나타나는 일본기업의 대아세안 투자의 특
징 중 하나로 리스크 분산, 생산효율성 확대, 아세안 내 RVC 재편과 GVC로

227) 經濟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검색일: 2019. 7. 9). 이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 진출한 현지법인은
100% 응답률로 환산하면 3만 4,000~3만 5,000개, 100% 유효응답률로 환산하면, 3만 6,000~3만
7,000개로 추정할 수 있고, 같은 논리로 아세안과 인도에 진출한 현지법인은 각각 9,300~9,900개
와 770~820개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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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2. 일본의 주요 업종 및 국별 신남방지역 진출 현지법인 분포(~2017년)
(단위: 사)

아세안
전 세계

소계

인도네 말레이
시아

시아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기타

인도

중국
(본토)

합계

25,034 6,813 1,058

764

544 1,103 2,221

957

166 563 7,463

제조업

10,838 3,374

626

404

294

558

47 279 3,859

192 1,253

식료품

521

156

34

16

5

16

57

27

1

6

164

섬유

451

144

38

6

3

1

52

31

13

4

247

목재, 제지

191

78

15

14

5

1

17

25

1

1

59

1,079

310

60

41

21

44

107

34

3

27

307

41

13

4

2

3

3

1

0

1

15

254

62

8

16

6

14

15

1

5

100

화학
석유, 석탄
요업, 시멘트

2

철강

345

132

35

12

8

4

49

22

2

17

106

비철금속

341

129

18

30

15

3

47

16

0

6

129

금속제품

574

220

33

18

16

17

85

49

2

7

235

범용기계

449

98

18

14

7

9

35

15

0

17

164

생산용기계

788

205

28

17

14

17

104

25

0

15

313

업무용기계

376

90

10

11

15

10

25

16

3

7

132

전기기계

650

166

12

15

18

11

73

34

3

17

298

5

9

400

10 119

615

정보통신기계

1,003

313

32

85

54

20

73

44

수송기계

2,354

767

189

51

62

5

353

97

기타 제조업

1,421

491

92

56

49

25

159

107

14,196 3,439

비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3

21

575

432

360

250

911

968

399

96

16

4

2

1

1

3

4

119 284 3,604
1

1

13

208

21

1

4

4

1

1

1

9

1

2

건설업

375

214

33

30

19

31

57

35

9

15

57

정보통신업

852

245

19

19

38

55

46

56

12

22

262

수송업

1,341

364

59

37

28

71

97

45

27

21

267

도매업

7,092 1,561

193

173

74

452

523

136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비제조업

10 156 2,110

708

160

13

20

6

48

46

18

9

6

195

2,460

582

64

47

44

175

150

77

25

48

539

1,064

276

46

28

36

77

45

27

17

14

159

주: 1) 경제산업성 조사에서 ‘조업중’이라고 답한 현지기업만을 대상.
2) 본사기업 9,59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6,986개(유효응답 기업은 6,632개)이고 응답률은 72.8%이다.
자료: 經濟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검색일: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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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 확대 등의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228) 다만 아세안이 경제통합을
심화ㆍ확대하고 역내 연결성을 강화함에 따라 거점의 통폐합이나 집중화 현
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표 8-3.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복수국가 진출 현황(2016년 말 기준)
구성비

진출
진출국

국가
수

4개국

(%,

수(사)

기업수
=936)

태국, 베트남

36

3.8

태국, 인도네시아

33

3.5

2개국 태국, 싱가포르

3개국

기업

28

3.0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22

2.4

태국, 말레이시아

12

1.3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23

2.5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10

1.1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6

1.7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10

1.1

12

1.3

5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6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36

3.8

7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14

1.5

8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12

1.3

자료: 藤江秀樹(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2).

인도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인도 내 일본기업의 거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일본기업 수와 거점 수는 2006년
당시에는 각각 267개와 352개였으나 2010년에는 725개와 1,236개로 늘어
났고, 특히 2011년 일ㆍ인도 CEPA 발효 이후에는 거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
하여, 2018년 10월에는 진출기업 수 1,441개에 거점 수가 5,102개였다.229)
228) 西口清勝(2017), pp. 25~26.
229) 廣田貴之(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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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일본기업의 거점 수가 가장 많은 주(州)는 마하라슈트라(810개), 타
밀나두(620개), 하리아나(609개), 카르나타카(529개) 등이다.230)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모든 국가에서 향후 1~2년 내 사업을
확대하거나 현상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은 인도, 미얀마, 베트남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모든 국가에서 중국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철수하고자 하는 기업도 라오
스, 미얀마,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부그
림 8-3 참고). 사업 확대의 이유로는 현지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인도, 인도네
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순), 성장성과 잠재력(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베트
남 순), 수출 확대(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 등을 들고 있
다.231)
부그림 8-3. 아시아 진출 일본계 기업의 향후 1~2년 내 사업전개 방향성
(단위: %, 복수응답)

주: 전체는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전체를 의미하며, n은 설문에 응답한 기업 수.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8a), p. 18.
230) 在インド日本国大使館, 日本貿易振興機構(2018), p. 1.
231) 日本貿易振興機構(2018a),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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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1993년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한 데 이어 2015년 12월에
는 단일생산기지와 단일시장을 비전으로 하는 AEC를 창설하였고, 2025년까
지 AEC를 심화ㆍ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아세안
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진출 일본계 기업들은 AEC 심화를 계기로 아세안 내에서 통관수속
추가 자유화(전체의 53.4%), 비관세장벽 철폐(33.0%), 제품기준ㆍ인증수속
등의 조화(17.4%), 기술자ㆍ전문직의 자유로운 이동(17.0%) 등이 실현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232) 특히 이러한 환경이 부족한 국가에 진출할수록 일본계
기업의 기대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8-4 참고).

부표 8-4.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심화에 대한 주요 기대 내용
(단위: %, 복수응답)

기대할 내용

기대율 높은 상위 국가

아세안
전체

1위

2위

3이

통관수속 추가 원활화

53.4

미얀마 65.6

캄보디아 64.2

라오스 63.3

비관세장벽 철폐

33.0

라오스 46.7

캄보디아 37.3 인도네시아 36.6

제품기준ㆍ인증수속 등의 조화

17.4

기술자ㆍ전문직의 자유로운 이동

17.0

일반노동자ㆍ스태프ㆍ사무직의 자유로운
이동

캄보디아 22.4 인도네시아 21.2
미얀마 26.9

라오스 23.3

15.5 말레이시아 23.2 싱가포르 20.3

미얀마 21.0
필리핀 22.9
미얀마 20.2

관리 및 중간관리직의 자유로운 이동

14.6

라오스 20.0

캄보디아 19.4

미얀마 19.3

자본이동ㆍ외환요건 완화

12.7

미얀마 22.7

싱가포르 17.2

캄보디아 14.9

서비스산업 외자규제 완화

11.6

미얀마 26.1

라오스 20.0

싱가포르 16.3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

8.4

미얀마 21.0

캄보디아 10.5

베트남 10.3

4.2

미얀마 7.6

캄보디아 7.5

라오스 6.7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적절한 규율
책정

주: 응답기업은 아세안 전체로는 2,428개이며, 베트남 682개, 태국 510개, 싱가포르 355개, 인도네시아 344개, 말레이시아
216개, 미얀마 119개, 필리핀 105개, 캄보디아 67개, 라오스 30개.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8b), pp. 6~8.

232) 日本貿易振興機構(2018b),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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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Global Value Chain Analysis in the New Southern
Region, Korea’s Trade Expansion and Upgrading Strategy
Young Sik Jeong, Jeong Gon Kim, Hyoungmin Han, Jaewan Cheong,
Jung-Mi Lee, Jegook Kim, and Chihyun Yun

ASEAN and India are prominent emerging economies within the
global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so-called “New Southern Region” from its perspective (i.e. ASEAN
and India), which has high growth potential, and is promoting a policy
of expanding trade with the region. However, in light of the decline in
trade with the New Southern Region in 2019, it looks difficult to
achieve this goal. This is because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New Southern Region is not as good as
before. The external environment is deteriorating due to such factors
as the spread of global protectionism and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In addition,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in the New
Southern Region are less favorable than before, including intensifying
competition, increased production costs, and policy changes such as
increased local contents proportion, an emphasis on technology
transfer, and pressure to improve trade imbalance with Korea. Du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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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o expand and upgrade trade with the New Southern Region. This
is also an important task in promoting policies for Ko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and India based on the principle of
co-prosperity, which is the core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Therefore, the study performs various types of GVC analyses in both
macro and micro perspectives, which include analysis of the GVC
structure of ASEAN and India, GVC-related policy and sector-level
dem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GVC structure, and Japan’s GVC
network in ASEAN and India. Through this extensive analysi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on promoting an extension of trade and GVC
advancement with the New Southern Region.
We can summarize the key findings as follows. First, in Chapter 3,
we found unique characteristics within the GVC structure in New
Southern Policy (NSP) countri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world
input-output table reveals six characteristics: ① New Southern Policy
countries have a higher GVC participation rate compared to other
major regions, such as the coverage areas of the RCEP and NAFTA. In
particular, NSP countries use foreign intermediate goods in their
exports. ② The GVC participation rate in NSP countries has gradually
decreased over the years, along with increasing domestic value-added
in the exports. The trend indicates the evidence of localization in
production. ③ NSP countries show advancement in export items and
GVC activities, in the form of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starting to
produce more intermediate goods exports than final goods. ⑤ The
GVC hub of intermediate goods (re)export within NSP countries has
been diversified from Malaysia to Vietnam, India, and Indonesia. ⑥
Korea’s GVC status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Korea’s

368 ㆍ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GVC participation rate is higher than other major countries, and its
GVC location has increased substantially. Korea has high backward
GVC participation, which means Korea uses extensive foreign
intermediate goods in its exports. The improvement of Korea’s GVC
location implies that Korea’s intermediate goods exports have risen
over time. The major destinations of Korea’s value-added exports are
Vietnam, Singapore, India, and Indonesia. Among these countries,
Korea is vertically integrated with Vietnam and Singapore.
Second, in Chapter 3, we propose country/industry-specific
potential cooperation possibilities with New Southern Policy
countries. The cooperation with ASEAN and India is important for
Korea to expand its GVC network and promote efficient production
through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To identify Korean industries
with a comparative advantag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high
growth potential in NSP countries, the study performs various
analyses, including an analysis of value-added comparative advantage,
GVC-related policy, and sector-level demand. First, the value-added
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reveals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areas of 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and Transport Equipment. Among these industri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have either comparative advantages or high
backward GVC participation in the 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sector, Vietnam in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n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and
India and Thailand in Transport Equipment. The country-industry
matching indicates potential cooperation chances between Kore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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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countries.
To supplement the matching above, in Chapter 4, we conduct
additional analysis on GVC-related policy and industry-specific
demand. We choose seven countries which have an economically
significant domestic market (Indonesia,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and India) for the analysis. We analyze
each country’s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scheme, five major
industries (focused on manufacturing sector), and distinguish
high-growth potential industries to propose specific industries for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NSP countries. Korea has a
potential cooperation possibility in the Food, Beverage and Tobacco
industry in all seven countries. More specifically, Korea has better
cooperation chances with Indonesia in Coke, Refined Petroleum,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industries, with Myanmar in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Construction parts, and Consumer Product industries, with the
Philippines in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Telecommunication
Device (Radio, TV), and Construction parts industries, with Thailand
in Coke, Refined Petroleum, and Rubber and Plastics industries, with
Vietnam for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Leather Products,
Computer, Office and Telecommunication Device, Basic Metal, Other
Non-Metallic Mineral, Wood Products, and Rubber and Plastics
industries, with India in Coke, Refined Petroleum,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Basic Metal, Pharmaceutical products, Food,
Beverages and Tobacco, Transport Equipment industries.
Third, in Chapter 5,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GVC
structure in the New Southern Region. In the case of ASEA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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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ed Korean electronics, automobiles, machinery, textiles and
clothing companies in Vietnam and Indonesia, and automobiles and
electronics companies in India. Our analysis identified the five
following features. ① In the area of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and
parts in ASEAN, Korean companies are procuring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ir demands from Korean sources, followed by local
and Chinese sources. ② In the case of trading partners, electric,
electronic, automobiles, and machinery companies are engaged in
active transactions with their affiliates and Korean subcontractors in
ASEAN. ③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procuring
local raw materials and parts were price competitiveness, followed by
meeting and shortening delivery deadlines, and the demands of major
customers. ④ In the case of entry into the market, electric, electronic,
automobile and machinery companies mainly aim to expand sales in
ASEAN, followed by exports to the Korean market. ⑤ The most
representative obstacles to GVC construction of Korean companies
are the lack of quality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competence
of local companies, followed by lack of logistics infrastructure, lack of
parts or diversity, lack of cultural or language communication, and
shortage of necessary workers.
Next, ① India's procurement structure for Korean companies
entering India shows that local Korean automakers and auto parts
manufacturers have a high proportion of local procurement because
the auto industry has a well-established local production network. On
the other hand, the electronics industry ha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import procurement due to the lack of production
network in India. ② In the case of Korean companies entering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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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kers are expanding their exports of Indian product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on the other hand, exports of Indian products are
just beginning. ③ Korean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GVCs in India due to difficulties in co-operation with
local companies, poor infrastructure, and frequent policy changes.
Fourth, in Chapter 6, we investigate the case of Japan successfully
building GVC in the New Southern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GVC construction in the New Southern Region are as follows.
① In terms of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and parts, the proportion
of local procurement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and transactions
with local companies and Japanese companies entering the market are
also active. ② By industry, GVC construction is relatively active in the
fields of electrical, electronics, machinery, and automobiles. This is
because the company has a long history of entry and many companies
have entered the market.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anchor
companies” leading production bases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
(GPN), and there are many Japanese companies that cooperate with
these anchor companies. ③ Many Japanese companies that have
entered ASEAN are rebuilding their production bases in light of
changes i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and expansion of ASEAN
economic integration. The most representative one is the Thai Plus
One strategy.
Meanwhile, in the case of product sales, Japanese firms that have
entered the New Southern Region have a higher share of the local
market than Korean firms. This is because not only transactions with
local companies but also B2B transactions with many local Japanese
companies are active. Japanese companies can successfully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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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s in the New Southern Region thanks to various support and
polici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Representative policies include:
active use of ODA to support local companies to reduce service linkage
costs, improve location comparison advantages, build production
networks, etc.; supporti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ivate se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and support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identifying and addressing
difficulties for local Japanese compan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GVCs.
Finally, in Chapter 7, we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expanding
and upgrading Korea's trade in the value chain. First, three policy
directions are presented. ① In terms of GVC construction direction,
the production network and GVC should be expanded in the New
Southern Region. This i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Korea's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components, and materials for local
production, and furthermore, Korea imports these intermediate
goods and final goods which are produced in the New Southern
Region, leading to increased trade. ② In the case of the production
network and the GVC expansion method, it is first necessary to
diversify the GVC base currently concentrated in Vietnam to India,
Indonesia and Thailand. In addition, value chains should be upgraded
and differentiated in the New Southern Region. In Vietnam, Korea's
main production network and GVC base in ASEAN, Korea should
expand to other industries such as chemicals and automobiles in
addition to the electronics industry. In the case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induce relocation to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ambodia and Myanmar, where labor cos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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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low. This could be a Vietnam + 1 strateg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GVC centering on the electronic,
petrochemical and automotive sectors, which Korea has strength in
the New Southern Region, and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regional
linkage of the GVC. ③ When expanding investment in the New
Southern Region to strengthen GVC, it is necessary to select
investment sectors and support these sectors in consideration of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participation in the local value chain,
local GVC-related policies and industrial demand.
Next, we propose some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is policy
direction. First, ODA should be strategically used to foster local
infrastructure, industrial complexes development, and training
high-tech workers. Next, trade and investment agencies such as
KOTRA and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need to
strengthen their GVC consulting capabilities for local Korean
companies. And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which are effective in
expanding and upgrading trade, should be expanded, and FTAs
already signed will need to be upgra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echanisms for investigating and discovering and
identifying the overall difficul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GVCs by local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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