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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
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 경제가 이미 체제전환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면 관련국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
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른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CLMV 국가의 상이한 체제전환 환경과 방식은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 중 당면할 다양한 문제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새로운 시도에 있다. 체제전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 과거 유
럽부흥은행(EBRD)에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해 체제전환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
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동남아 체제전환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적용
하여 평가한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또 북한
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 원활한 남북 경제 협력과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에
기인하여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는 점에
서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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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방법론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연구진이 개발한 체제전환
지수가 최소한의 현실적합성을 갖는지 평가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
의 경우, 관련 자료 습득 자체가 어려워 체제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시도 자체
를 해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 대신에 최근에 체제전환을 한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정의와 목표를 규
명하고 동유럽ㆍ구소련의 경험에서 본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체제전환
의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동남아의 체제전
환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체제전환의
개념(미국-EU 등 서구가 선호하는 체제전환)과 최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인 논쟁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
였다.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또는 베이징 컨
센서스) 논쟁이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와 그 이후 일련
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유럽개발부흥은행
(EBRD)이 사용한 체제전환지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수의 한계점을 제시하였
다. 다음으로 EBRD 체제전환지수가 내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구성
된 체제전환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5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의 양상과 성과를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국가별 체제전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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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구성한 EBRD 체제전환지수(이하
체제전환지수Ⅰ)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
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지수Ⅰ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
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CLMV의 체제전환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았다.
CLMV 국가에 대한 체제전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의 체제전환은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적ㆍ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지만, 1989년 베
트남군의 철수와 유엔의 일조로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 향하는 일련의 개
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급격한 체제전환 속도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
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시장지향적인 신경제제도(NEM)를 도입할 것을 선
언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정책 및 법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라오스의 체제전환 수준은 총괄 점수 2.6점으로 현재진행
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20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이는 비록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1988년에 선언하였으나 2010년까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11년이 되어서야 민간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10~15년 사이 미얀마의 체제전환 속도는 이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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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급격하게 빨라졌으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다. 2015년 현재 미
얀마의 체제전환 수준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
된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3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에 어
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를 볼 때 체제전환 4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
표 Ⅰ의 값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자유시장
경제의 틀이 일정 부문 마련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을 반영한 체제전환지수 Ⅱ에 근거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CLMV 4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EBRD식 기준하에서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CLMV의 체제전환이 동유럽 국가
의 체제전환보다는 중국식 모델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체제
전환 성과와 경제 성과는 국가 내에서는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 예컨대 체제 안정과 경제 제재 등 직면한 현재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제5장에서는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
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1985년부터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
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동남아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진 경우
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꼽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로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꼽을 수 있다.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체제전환이 이루
어진 경우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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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체제전환이 북한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
의 전제 조건으로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모
든 분야에 걸쳐 균등하게 체제전환을 하는 것보다 특정 분야를 정해 우선적으
로 체제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길 원하는
경우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차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체제전환 소요
기간을 추정해 보면, 체제전환 선언 이후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10~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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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남북한이 북한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이하다. 경제적 번영을 위
해 북한 경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남북한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방법을
두고는 견해차가 나타난다. 남한은 북한 경제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1) 그 때문에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개혁ㆍ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북한은 사회
주의 계획경제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2)
이는 북한 경제의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 경제의 변화를 두고 상이한 평가가 존재한다. 남한은 북한
이 ‘가격 자유화, 시장(생산재, 소비재, 중간재) 인정, 사유재산 인정(또는 재산
에 대한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 인정), 국유 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화(경영 분
권화)’에 대하여 일부 조치만 발표할 뿐 법ㆍ제도를 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경제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북한은 ‘장마당에서 시장
가격으로 거래 허용, 소비재와 일부 중간재의 시장 유통 허용, 사회주의 책임관
리제 시행’ 등 다각도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북한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남북한의 평가가 상이한 것은 남한의 평가는 북한 경제와 국
제사회의 격차에 방점을 둔 반면, 북한의 평가는 북한 경제 자체의 변화 폭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다. 이
를 두고 북한 경제가 체제전환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오고
있다.3)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전략
노선이던 ‘경제ㆍ핵 병진 노선’이 달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 노선으
1)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
2) 김정은(2014); ｢북한헌법｣ 제19조.
3) 이우영(2012),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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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포하였다. 기존 전략 노선이 ‘안보
와 경제’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면, 새로운 전략 노선은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
는 것이어서 급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2018.
6)을 전후하여 급진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이 베트남
식 체제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4) 북한은 경제 개선과 함께 자력갱
생, 국산화 정책 등 폐쇄ㆍ고립주의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발
행하는 학술지 『경제연구』를 분석하면 자본시장 개방, 환율, 무역시장 개방 등
의 주제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개혁ㆍ개방과 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5) 또한 2008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 수준은 동남아 체제
전환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보다 열악해지면서 북한의 체제전
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6)
국제사회도 북한 경제의 변화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북한 경제
가 변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한다.7)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북한이 동남아 국
가의 체제전환과 유사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미얀마와의 관계 정상화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8)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체제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
다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개연성이 있다. 한편 중국도 우방인 북한이 중국
식 개혁ㆍ개방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4) 오영일(2019), p. 2.
5) 김수현, 손 욱(2020), p. 25.
6) 최장호 외(2019), p. 165.
7) ｢트럼프, 김정은에 ‘북한의 밝은 미래’ 영상 보여줘... 선택 촉구｣(2018. 6. 12), https://www.voakorea.
com/korea/korea-politics/4435624(검색일: 2020. 11. 4).
8) ｢오바마가 북한 겨냥해 거듭 강조한 ‘미얀마의 길’｣(2013. 5. 9), https://www.hankyung.com/
international/article/2013050934918(검색일: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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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북한이 어떤 방식의 체제전환을 실행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체
제전환은 크게 정치적 체제전환과 경제적 체제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
게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방식과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할 수 있다. 동유럽 체제전환국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다당제를 수용하고 경제
도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정치와 경제 모두 체제전환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반면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은 정치의 경우 대부분 공산당 독재 혹은 집단지
도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경제는 시장경제를 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과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은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달리 경제와 정치에 대해 동시
에 체제전환을 단행하지 않고 경제만 체제전환을 한 것이다.
북한이 체제전환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 체제전환국 방식이다. 동
남아의 체제전환은 중국의 체제전환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중국식
자본주의’ 혹은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이 지향하는 국가자본주의식 체제전환은 시장의 자원 배분
과 조정 기능에 의존하되 시장 실패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통제와 지원,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구체화
되고 중국이 지원하는 ODA 성격의 정책지원이 커지면서, 중국 주변국이 중국
의 법ㆍ제도와 업무 방식을 따르는 현상, 즉 국가자본주의식의 체제전환을 따
르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이 북한
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우선 가장 최근에 체제전환을 한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을 정량화하고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남
아 체제전환이 미국과 유럽, 남한이 지향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제도적
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이 지향하는 체제전
환의 지향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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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을 정량적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기관은 유럽부흥개발은
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EBRD)
이 유일하다. EBRD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동유럽의 체제전환을 효율적으
로 지원할 목적으로 정형화된 평가 틀을 개발하여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체제
전환 속도를 비교하여 경제적 필요를 파악한 뒤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반면 동남아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인 방법론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
지 않다. 정성적인 연구도 국내에서는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일본
의 연구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 편중되어 있으며, 캄보디아를 분석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강성진, 정태용(2017)은 자본주의 체제 국가의 정책 내용과 성과
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에 방점을 두고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
보디아의 체제전환 경과와 성과를 평가하였다.9) 그 외에는 동남아 개별국가의
체제전환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기구와 해외, 특히 일본
의 체제전환 연구이다. Otani and Pham(1996)은 1979~95년 라오스의 체제
전환을 분석하였고, Hughes and Un(2011)은 1975~2009년 캄보디아의 체제
전환을 분석하였으며, ADB(2012)는 1992~2010년 미얀마의 체제전환을 분석
하였다. 국내에서 원지환, 김민석(2018)이 1985~2017년 베트남의 체제전환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ODA 지원의 일환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체
제전환국의 산업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정리한 연구가 다수 있다.
이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동남아의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성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 있다. EBRD
체제전환지수를 재구성하여 동남아 체제전환국 모든 산업에 대한 체제전환 성
과를 평가하였는데, 이럴 경우 국가별 체제전환의 특징이 도출될 뿐만 아니라,
산업별 체제전환의 특징까지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진다.
9) 강성진, 정태용(2017),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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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베트남이다. 기간은 1990~2015년이며, 주로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등 총 6개 시점에서 체제전환 경과를 평가하였다.
체제전환은 경제 체제전환에 초점을 맞춰 체제전환을 분석하였으며, 정치 체제
전환은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으로 가격 자유화, 사유화,
국유 기업 개혁, 거시경제, 공공지출, 자유경쟁시장, 자유무역, 기업, 법적 제도
완비, 노동 생산성 개선 등을 검토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고려하고 있는 성별 격차, 청소년 교육, 지역 격차, 보건 등
은 고려하지 않았다.10)
본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 1-1]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체제전환의 두 가지
유형(시장경제, 국가자본주의)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제2장, 제3
장), 이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경과를 평가한 뒤 특징을 규명하였
다(제4장).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였다(제5장).
주요 분석 방법은 두 단계로 구성하였다. 하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
한 것이다.
먼저 시장경제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는데, 동유럽 체
제전환의 정도를 평가하였던 EBRD 체제전환지수(EBRD Transition Index)
평가법을 활용하였다. EBRD 체제전환지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EBRD Transition Report
10) EBRD 평가지표는 2013년 제3차 개편을 통해 포용적 성장 내용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용
적 성장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평가해야 하는 지표가 84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되어 연구의 범위
가 지나치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만을 다룬 EBRD 평가지표, 포용적 성
장을 다루지 않은 개편안까지만 차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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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주요 방법론

자료: 저자 작성.

(1993~2013)의 내용을 분석하여 ‘체제전환지수 Ⅰ’을 작성하였으며, 평가 방
법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EBRD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다음으로 체제전환지수 Ⅰ을 변형하여 국가자본주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전환지수 Ⅱ를 개발하였다. 중국 전문가 2인이 각각 체제전환지수 Ⅰ
을 검토하여 중국의 경제체제에 맞게 체제전환지수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평균
하여 ‘체제전환지수 Ⅱ’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이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경과를 분석하여 체제
전환지표를 작성하였다. 체제전환지표에는 총 3개 부문(체제전환 기본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17개 분야(경제기본, 전력, 천연자원, 철도, 도로, 농업,
산업, 금융 등)에 걸쳐 총 84개의 평가 항목을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한 기초자
료는 3개국 전문가가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였다.11) 분석 자료는 국내 동남아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쳤다. 체제전환지수 Ⅰ, 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갖는 특징을 시장주의 관점과 국가자본주의 관점에
서 규명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11) 연구진이 작성한 84개 문항에 대한 평가 자료는 국가별로 약 140쪽(A4, 12 font, 160 줄간격) 분량이
었으며 4개국 총합은 560쪽에 달하였다. 연구 지면의 제약으로 본 보고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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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
서는 체제전환의 개념과 목표를 살펴보고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이 갖는 특
징을 비교하였으며 시장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
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의 개발 과정과 결과
를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개발한 모형을 활용하여 CLMV 체제
전환 과정을 평가하였다. 제5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 경제통합에서는 제
2~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북한에 갖는 함의를 분석
하는 한편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저자별 업무 배분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최장호, 제2장은 최유정, 제3장은
한하린, 제4장은 최유정, 최장호, 한하린, 제5장은 최장호가 작성하였다. 각 장
의 저자가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연구를 추진하는 동안 20여 차례 이상의 회
의를 개최하며 연구진 전체가 각 장의 구성 방향과 내용을 협의하였다. 최장호
는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며, 한하린은 연구 행정을 담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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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체제전환의 개념과
대외 환경의 변화

1. 체제전환의 개념과 목표
2. 중국식 개혁 모델의 특징과
동유럽과의 비교
3. 체제전환 국가의 대외 환경 변화
4. 소결

이 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정의와 목표를 규명하고 동유럽ㆍ구소련의 경험에
서 본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체제전환의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어지는 제3장에서 살펴보는 동남아의 체제전환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체제전환국의 대
외 환경이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동남아
와 북한이 직면한 체제전환 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체제전환의 개념과 목표
경제 체제전환은 일반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서구식 정의로 이해
되지만, 엄밀하게 보았을 때 서구식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의 개념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IMF와 World Bank 등 미국과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에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성장 모델로 1990년 미
국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제시한 개념이다. 1980년대 남미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정책 대안으로 워싱턴 컨센서
스가 제시되었다.12) 동유럽과 구소련의 체제전환은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치 체제전환을 배제하고 경제 체제전환에 대해서만 논
하고 있으며, 체제전환의 성과보다는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특
징이다. 초기에 제시된 워싱턴 컨센서스는 ① 재정 건전성 ② 우선순위에 의한
공공지출 ③ 세제 개혁 ④ 이자율 자유화 ⑤ 통합적이고 경쟁적인 외환시장 ⑥
무역 자유화 ⑦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 ⑧ 민영화 ⑨ 규제 완화 ⑩ 재산권
보호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
하는 개혁 정책하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2006년 대니 로드릭
12)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John Williamson이 1989년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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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
워싱턴 컨센서스: John Williams(1990)

추가된 워싱턴 컨센서스: Rodrik(2006)

1. 재정 건전성

11.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2.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공공지출

12. 부패 척결

3. 세제 개혁

13. 유연한 노동시장

4. 이자율 자유화

14. WTO 합의 준수

5. 통합적이고 경쟁적인 외환시장

15. 국제금융 규범 및 기준 준수

6. 무역 자유화

16. 신중한 자본시장 개방

7.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

17. 자율적 환율 체제

8. 민영화

18.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관리

9. 규제 완화

19. 사회안전망

10. 재산권 보호

20. 빈곤완화

자료: 강성진, 정태용(2017), p. 54.

(Dani Rodrik)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정책보다는 각국의 특성에 맞는 제도와 정책 수립과 실현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기존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추가적인 10개 항을 제시
하였다.13) 수정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는 ⑪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⑫ 부패
척결 ⑬ 유연한 노동시장 ⑭ WTO 합의 준수 ⑮ 국제금융 규범 및 기준 준수
⑯ 신중한 자본 시장 개방 ⑰ 자율적 환율 체제 ⑱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인플레
이션 관리 ⑲ 사회안전망 ⑳ 빈곤 완화 등을 체제전환의 추가 조건으로 제시한
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도화뿐만 아니라 각국의 상황에 맞는 자본시장, 환율
체제, 노동시장 등을 구축할 것과 부패 척결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빈곤 완화와
같은 사회안정화 정책 또한 개혁의 주요 목표로 두었다.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경제 체제전환에 대해 [표 2-2]와 같이 정의하였으며, 이
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개념을 반영한다. 세부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궁극
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 도입’, ‘민영화’, ‘법ㆍ제도 개혁’ 등을 의미한다.
13) 성과를 내지 못한 국가로 탄자니아나 모잠비크 등의 예가 있다. 또한 Rodrik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워
싱턴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도 주목하였다. Rodrik and World
Bank(2006), p.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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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경제 체제전환의 주요 정의
기관(발행 연도)

정의

EBRD(1994)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며 자원의 분배 및
생산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IMF(2000)

체제전환의 주요 결정요소는 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구조조정 및 민영
화, 법ㆍ제도 개혁 등

World Bank(2002)

전환 초기에는 신ㆍ구 경제부문(혹은 기업) 간에 노동 생산성과 자본에 격차
가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가 사라지는 경우에 전환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Falke(2002)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기반경제로 나아가는 모든 국가의 전환 과정 및 행태

Oleh Havrylyshyn and 자유화, 거시 경제 안정화, 민영화, 경성예산 제약, 투명한 제도적ㆍ법적
Thomas Wolf(1999)
체계를 수립하는 것
자료: 강성진, 정태용(2017), p. 44 재인용.

주요 국제기구와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경제 체제전환의 정의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먼저 EBRD(1994)에서는 경제 체제전환에 대해 자원의 분배 및
생산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계획경제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표 2-2 참고). EBRD가 정의하는 경제 체제전환
은 개혁의 경제 성과보다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 법제도화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최근에는 체제전환의 개념을 단순히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가 경쟁적ㆍ포용적ㆍ친환경적ㆍ탄력적
이고, 통합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well-functioning)으로 정의하고 있다.14)
IMF(2000)는 체제전환을 결정짓는 요소는 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구조
조정과 민영화, 법제도 개혁 등이며 자유화 및 거시경제 안정화가 다른 요소와
비교했을 때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으며,15) World Bank(2002)는 기업 간의
노동 생산성과 자본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을 체제전환의 종료라고 보았다.16)

14) EBRD 홈페이지, https://www.ebrd.com/our-values/transition.html(검색일: 2020. 8. 20).
15) IMF(2000), “Transition Economics: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 https:
//www.imf.org/external/np/exr/ib/2000/110300.htm(검색일: 2020. 8. 20).
16) World Bank(2002), p.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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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ylyshn and Wolf(1999)는 체제전환을 ①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한
가격 및 시장 자유화 ②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장경제 체제 도입 ③ 민영화
를 통한 효과적인 기업관리 ④ 경성예산 제약과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⑤ 시장경제 법제도 개혁과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정의한다.17) 마지막으로 Falke(2002)는 체제전환을 법제도 개혁 및 민영화,
국가의 역할 변화, 시장화 및 독립적인 금융시장 형성 등으로의 전환 과정으로
정한다.18)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을 점진적 체제전환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체제가 변화하는 것을 체제전환의 종결로 본다면, 동아시아의 체제전환도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체제전환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
고 보는 의견이 있다.19) 하지만 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자체라면 이러한
체제전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 김근식(2009)은 비슷한 맥락에서 동구권과
중국ㆍ베트남의 체제전환을 ‘체제전환’과 ‘체제 개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
나 후자 또한 종국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광의의 관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보고 있다.20)
결과론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은 단순히 속도
와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지향점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전통적인 체제전환은 자유시장경제 제도의 도입을 체제전환의 목표로 둔 반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체제 안정과 경제적 성과 달성을 선행되어
17) Havrylyshyn and Wolf(1999); IMF(2000), “Transition Economics: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 https://www.imf.org/external/np/exr/ib/2000/110300.htm#II
(검색일: 2020. 8. 20).
18) Falke(2002), p. 2.
19) 김근식(2009), p. 116.
20) 위의 자료,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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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목표로 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통화스와프 체결, 대외 원조,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중국식 개혁 정책 또한 주목을 받
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후반, IMF나 World Bank를 통해 추진되던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른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에서 중국 경제가 부상하였다. 정부와 시장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
이 대두하는 와중에 중국 경제의 부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위기 극
복과 경제 성장의 모습을 근거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베이징 컨센
서스’라는 개념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는 체제전환 모델로 주목받기 시
작하였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 5월 조슈아 쿠퍼 라모(乔舒亚ㆍ库珀ㆍ雷默,
Joshua Cooper Ramo) 전 ‘타임지’ 부편집장이 제시한 개념으로 영국 총리
산하 연구소인 외교정책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워싱턴 컨센서스(华盛顿
共识, Washington Consensus)’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베
이징 컨센서스는 정부 주도의 점진ㆍ단계적 경제 개혁 모델이며 급진주의적 개
혁을 반대한다.21) 또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삶의 질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22) 베이징 컨센서스는 강력한 자원 동원력을 가진 국가가 경제 성장
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과 동시에 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인 정치ㆍ사회적 안정
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 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는 대조적이다.
21) Ramo(2004). 중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해외 전문가가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세
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2) The Beijing Consensus, like the Washington Consensus before it, contains many ideas
that are not about economics. They are about politics, quality of life, and the global
balance of power(Ram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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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컨센서스는 세부 개혁 과제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① 혁신 ② 지속가
능성과 평등성 ③ 자결의 원칙(불간섭주의)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표 2-3
참고). 특히 각국이 독자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대외 정책(불간섭주의)을 포함하는 점이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다른 점
이다. 베이징 컨센서스의 구성 요소는 ① 공산당 일당 체제 ② 국가와 민간의
혼합 소유 ③ 철저한 실용주의 ④ 불간섭주의 등이다(표 2-4 참고).

표 2-3. 베이징 컨센서스의 원칙(Ramo)
원칙

주요 내용

1

혁신
innovation

국가 주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혁신에 기초한 경제 개
혁 정책

2

지속가능성과 평등성
sustainability and equality

다섯 가지 균형을 추구
- 도시vs.농촌, 지역vs.지역, 경제vs.사회, 인간vs.자연,
국내경제vs.국제경제의 균형

3

자결의 원칙(불간섭주의)
self-determination theorem

독립성과 자결권 확보를 통해 패권국의 압력이 아닌 스스
로의 계획과 원칙에 따라 발전을 도모
- 이른바 중국이 주장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

자료: 한국은행(2011), pp. 3~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4. 베이징 컨센서스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주요 내용

1

공산당 일당 체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 활동을 통제

2

국가와 민간의 혼합 소유
mixed ownership

국유와 사유가 혼재, 민간이 역할을 확대하면서도 핵심 산
업부문은 중앙정부가 소유ㆍ통제

3

철저한 실용주의
pragmatism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를 계승

4

불간섭주의
non-interventionism

내정불간섭을 표방, 경제적 실리중심 외교 관계 추구

자료: 한국은행(2011), pp. 6~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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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이징 컨센서스는 개념적으로 용도 폐기된 상
태이다. 베이징 컨센서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존재해 왔다. 먼
저, 이는 중국의 초기 조건에 맞는 개발 모델일 뿐 다른 국가에 적용하기 어렵
다는 점에서 ‘컨센서스’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Consensus’라는 단어는 ‘의견의 일치 또는 합의’라는 뜻이 있는데, 베이징 컨
센서스는 세부 내용이 불분명하고, 범지구적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식 개혁 모델을 Consensus라고 부르기엔 비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중국이 개혁ㆍ개방을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다루는 ‘혁신,
균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구한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실제 중국의 경
제 성장에서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혁신의 결
과라기보다는 대규모 투자와 저임금 노동력,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이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성장하였으나
경제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더 많은 상황이다. 결
과적으로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과 이에 따른 결과가 베이징 컨센서스를 따르
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고, 베이징 컨센서스는 더 이상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
체하는 개념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국가 자본주의로 대두되는 중국식 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와 영향력
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식 개혁 모델은 국가 주도로 시장경제 체제
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자본주의’로 명
명한다. 중국식 개혁 모델은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지만 정치 민주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발도상국가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개혁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자본주의 아래 국가는 중앙집권
적 국유화 경제 정책을 이행하는데, 산업 및 천연 자원, 대외 무역 등의 생산수
단을 소유하고 계획하는 것이 특징이다.23)
23)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896년이며,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당 소유
화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되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 신경제 정책이라고 불렸으며, 구소련 해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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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IMF, World Bank, EBRD,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단순히 시
장 개방이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
기보다는 국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BRD는
최근 시장과 국가는 대체제가 아니며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국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아님을 밝히기도 하였다.2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최근 들어 나타나는 체제전환에 대
한 서구식 개념과 동아시아식 개념의 차이는 국가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느냐
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식 개혁 모델의 특징과 동유럽과의 비교
이 절에서는 동유럽과 중국의 체제전환이 실제로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검토함으로써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개혁 모델(국가 자본주의)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체제전환국이 차용할 수 있는 정책과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도
출한다.
중국식 개혁 모델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차이는 ① 정치 체제전환 여부 ② 체
제전환의 목표 ③ 체제전환의 기간 ④ 체제전환의 결과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동유럽ㆍ구소련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의 체제전환의 가장 큰 차이점
은 정치적 체제전환 여부이다.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는 국가별로 배경과 구체
적인 경로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지배계급의 혁명적 전환 혹은 아래로
부터의 압력에 의한 민주화, 즉 ‘탈공산화’를 통해 정치 체제전환과 경제 체제
국가적 정책하에서의 자본주의 체제를 일컫는 용어로 의미가 명확해졌다.
24) EBRD 홈페이지, https://www.ebrd.com/our-values/transition.html(검색일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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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1970년 후반 개혁ㆍ개방 정책과 함
께 공산당 내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치 체제 개혁을 단행하기는 하
였으나, 민주화를 단행하지는 않았다.
둘째, 중국과 동유럽ㆍ구소련 국가의 체제전환은 목표가 상이하다.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의 체제전환 목표가 현대적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 개혁ㆍ개방의 초기 목표는 체제전환 그 자체보다는 경제 성장에 있었
으며 개혁 정책의 성과 또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기초하여 평가되었다.25)
동유럽ㆍ구소련 국가들은 서유럽이라는 명확한 개혁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델로의 신속한 수렴을 희망하였다. IMF나 World Bank, EBRD 등의 국
제기구가 개발 융자 제공 조건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신속한 체제전환
과 제도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 정책은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개혁 초기부터 대규모 민영화와 구조조정, 가격 및 경제 자
유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개혁 초기 전면적인 가격
자유화 → 급격한 인플레이션 → 경제 안정화 정책(경기 둔화, 실업 증가)을
경험하였다. 대량 실업과 재정 악화, 기업의 자금난, 교역 조건 악화로 인해
무역 수지 적자 등이 발생하면서 단기간이지만 ‘전황기 불황(Transformation
Recession)’을 겪은 것이다.26)
반면 중국의 초기 개혁은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기보다는 자원에 대한 통제
를 느슨하게 하여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1990년대 중반
에서야 계획의 해체와 이중체계 폐지 등 경제 개방과 제도 단일화에 개혁의 방
점을 두었다.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고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점
진주의적이고 이중체계적인 분권화 개혁 방식을 채택하였고, 개혁 초기 급진적
인 민영화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패자 없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25) 배리 노턴(2006), 번역: 이정국, 전용복(2010), p. 113.
26) 김민관(2007),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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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국 경제 개혁 모델의 시기별/부문별 특징
1980년대 개혁
조심스럽고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

1990년대 개혁
신속하고 개인화된 의사 결정

시행 가능한 곳에 시장 도입, 농업과 공업에 집중 시장경제 제도의 강화, 금융과 규제에 중심
쌍궤제 전략(계획과 시장의 공존, 시장가격의 합
시장통합, 쌍궤제의 단일화
법화: 이중가격 체제)
계획량 동결(계획 밖에서의 성장 용인)

계획경제 폐지 및 시장 재통합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사안별 계약

단일화된 규칙, ‘공정한 경쟁의 장’

산업 개방(진입을 통한 경쟁), 민영화 불허, 증량적
국유부문 축소, 민영화 시작
경영 개혁(경영 목표: 계획의 완수 ⇒ 수익)
권한과 자원의 분권화

자원과 거시적 통제의 집중화

부족이 동반된 인플레적 경제

가격 안정화, 상품의 잉여

패자 없는 개혁

패자 발생도 허용하는 개혁

자료: 배리 노턴(2006), 번역: 이정국, 전용복(2010), pp. 111~14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개혁 초기 중국은 자원 배분과 관련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쌍궤제(雙軌
制)’를 채택하였다.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핵심 산
업부문(에너지, 인프라 등)은 계획하에 두었으며, 단일 재화에 대해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가격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쌍궤제 체제하에서 계획
량을 동결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계획 밖에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또한 급진적 민영화 대신 국유 기업을 유지하되 계획
지표 대신 수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경영 방식 전환을 꾀하였으며, 이는 국
유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점진적 개혁 방식은 1993년
이후에서야 계획경제를 폐지하고, 필수적인 소수 상품에 대해서만 관리하면서
대부분의 가격을 자유화하여 시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결과적으로 체제전환 기간이 상이한데, 동구권의 정치ㆍ경제적 체제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중국의 체제전환은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중
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ㆍ개방 정책 선언 이후 WTO 가입(200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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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이 소요되었고, 지금까지도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여 보편적
으로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제 체제전환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살펴보았을 때 제도적
인 체제전환의 성과는 미진하나, 경제 규모 등 양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초기부
터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1978년 개혁ㆍ개방 선언 이후 2010년 전후까지 중
국의 GDP 성장률은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
으며, 또한 2007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FDI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2-1 참고).

그림 2-1. 중국의 GDP와 FDI 유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s://databank.worldbank.org/(검색일: 2020. 8. 26).

중국식 개혁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산업부문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기업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였으며, 1993년에는 ｢회사법｣을 제정하여 국유 기업의 경영권을 경영
진에게 이관하였다. 그러나 중소형 국유 기업은 민영화되었지만, 중대형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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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국의 국유 기업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천 개)

자료: Lin et al.(2020), p. 34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기업은 기업제도를 현대화하되 여전히 국가의 감독하에 두는 방식이었다. 국
유 부문의 GDP 대비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이는 소규모 민영화를
단행하는 대신 대규모 국유 기업을 여전히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다. 예컨대 국유 부문 개혁 결과 중국의 국유 기업의 수는 1997년 262개에서
2016년 173개로 감소하였으나, 국유 기업의 총자산과 총부채는 오히려
12~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그림 2-2 참고). 또한 포춘(Fortune)지에
등록된 500대 대기업 중 중국기업은 109개이며, 그중 85%가 국유 기업
이다.27)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아래 국가는 여전히 대규모 국유 기업과 국부펀드를
소유함으로써 주요 산업부문과 금융자본의 소유자로서 존재하며, 당과 국가는
국유 기업과 국유 상업은행을 통제한다. 2003년 국무원 직속으로 국영자산관
27) “The role of China’s state-owned companies explained”(2019. 5. 7), https://www.weforum.org
/agenda/2019/05/why-chinas-state-owned-companies-still-have-a-key-role-to-play
/(검색일: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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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의 국유 기업 감독 체계

자료: 송영관, 안덕근(2012), p. 19.

리감독위원회(SASAC)가 설립되어 국가 대신 국유 기업의 관리감독 체계를 공
식적으로 담당하였다. 중대형 국유 기업은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나, SASAC
가 이들 국유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중앙 조직은
SASAC 및 주요 국유 기업의 고위급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국유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달하며, 국
부펀드의 형태로 대규모 자본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28) 중국 국가외환관리
투자공사(SAFE Investment)와 중국투자공사(CIC)는 국부펀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상업은행에 연성예산제약을 지원
한다. 중국정부는 1979년 중화인민은행을 4개로 분할하여 독립적인 상업은
행29)을 설립하였으며, 1994년 수출입은행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시장경제 체

28) 이종철, 강승호(2012), p. 46.
29) 일명 중국의 빅4 은행으로 중국 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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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기반한 은행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낮은 이자율, 부채탕감, 국유 기업 대출
등 은행의 국유 기업 우대정책 지원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감독
위원회(CBRC)는 은행부문을 규제ㆍ감독하며, 국유 기업과 같이 중국 공산당
중앙 조직에서 국유 상업은행의 고위급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국유 기업의 산업 주도는 공공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국유 기업은 국방, 에너지, 통신, 항공 및 철도 시스템과 같이 정부의
감독이 필수적인 특정 전략적 부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의 전력산업에는 아직 경쟁 체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시장 운영기관이
없고, 국가전망공사에서 모든 시장 운영과 송배전망의 소유 및 운영을 담당한
다. 석탄, 태양광, 가스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도 여전히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서야 민간부문에 제한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중
국은 2013년 ｢철도 투융자제도 개혁과 철도건설 추진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국무원)을 발표하여 철도사업에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 중이며, 고속철
도의 경우 2017년에는 민영 기업과 ppp 방식으로 협력을 시작하여 향후 확
대할 전망이다.30) 한편 중국의 건설시장은 WTO 가입 이후 대부분이 순차적
으로 개방되었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는 국유 기업이 약진하고 민영 기업이 후퇴하는 ‘국진민
퇴(國進民退)’ 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국유 기업 개혁을 위한 ‘혼합소
유제’라는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혼합소유제란 국유 기업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국가 소유의 기업 재산권을 집체자본이나 민간자본
등에 배분하는 일종의 민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30) 중국의 FTA 체결 현황을 보면, 철도 및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합작형태의 외국인 다수지분 형태의 회
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수적 형태의 허용으로 향후 외국인 기업의 100% 현지 진출 분야 허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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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진민퇴 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영 기업
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상장사의 지배권이 오히려 국유자본으로 넘어가는 상
황이다. 중국의 국유 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년 넘게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개혁 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아, 향후 10년 동안에도 국유 기업의 민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겠으나 그 비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장 경쟁과 관련해서도 경쟁 관련 법안이 최근에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향후 민간부문에서의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는 이미 ｢독점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가격법｣, ｢계약법｣ 등 경쟁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감독기관이 존재하
며, 2019년 8월에는 ‘독점협의 금지’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국가자본주의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는 중국 내에서도 의견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가 중국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개혁ㆍ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이 더 큰 역
할을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31) 시장경제 도입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경우, 중국의 경제 개혁 모델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 체제
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여전히 체제전환이 진행 중인 경제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반대의 경우, 국가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식 개혁 모델은 워싱턴 컨센서
스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개혁 모델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식 경제 개혁 모델에 대한 한 가지 부정적인 평가로는 중국
경제가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
반적 빈곤과 도농 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져 질적으로는 악화되었다는 것
이다.

31) 이종철, 강승호(2012),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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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제전환 국가의 대외 환경 변화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체제전환 모델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체제전환을 경험한(혹은 하고 있는)
국가와 북한이 직면한 현실은 동유럽과 구소련의 초기 조건과 그들이 직면하였
던 대외 여건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
로를 따른다. 먼저, 공산주의하에서 내재된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난 가중 →
체제전환에 대한 대내외 압박 가중 → 체제전환에 대한 저항과 수용 → 경제적
체제전환 시작 → 대외관계 정상화(제재 해제, 미국과의 수교, 전쟁 종식 등) →
국제사회로의 편입과 같은 경로이다. 이미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남아 국가들과
북한은 ① 경제제재 ② 중국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유럽ㆍ구소련
국가들과 달리 상이한 대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베트남과 미얀마는 각각 전쟁과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경제제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과 비슷하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수불가
결하고, 이는 결국 미국 주도의 워싱턴 컨센서스적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
해야 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현존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암묵적ㆍ간접적
으로 중국 경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전의 체제전환 국가들이 직면했
던 현실과는 다른 점이다. 중국의 부상은 정치 체제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개
발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 조달에도 양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
서, 현 시기의 체제전환국이 직면하는 대외 환경은 1990년대와는 다르다. 실
제로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동남아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맞물려 인프라ㆍ에너지 부문에서의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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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프라ㆍ에너지 부문은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반면 초기 경제성
이 낮아 개발도상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문이다. 이 때문에 ODA
와 같은 국제 공적자금 유치가 경제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였는데, 최근 이
들 국가의 인프라 개발에 중국 자본이 진출함에 따라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과
의 에너지ㆍ인프라 부문에서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북한 지역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현재 CLMV는 개발 재원의 40% 이상을 국제 사회에 의존하고 있으
며 그중 33%가 국제 민간재원이다. 다른 ASEAN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대외
의존도가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그림 2-4 참고). 이를 국가별로 더 자세히 살
펴보면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과 같다.

그림 2-4. ASEAN과 CLMV의 개발 재원 구조(2015년)
(단위: %)

자료: UNDP(2018a), p. 10.

먼저, 라오스의 개발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WTO 가입 직후인 2013년 이후
재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그림 2-5 참고). 초기에는 국내외 공공재원비
율이 높다가 최근에는 국내외 공공ㆍ민간 재원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미얀마의 개발 재원은 2010년 전후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국제 민간재원의
비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하였는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경제제재 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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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국제 민간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6
참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개발 재원 구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국제
민간재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구조적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양적
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그림 2-7 참고).32)
그림 2-5. 라오스의 개발 재원 구조(2000~15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DP(2018a), p. 9.

그림 2-6. 미얀마의 개발 재원 구조(2007~15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DP(2018b), p. 13.

32) 캄보디아의 개발 재원 구조에 대한 경제 통계 자료에는 접근이 어려워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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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베트남의 개발 재원 구조(2002~15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DP(2018c), p. 10.

그러나 일대일로에 참여한 개발도상국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
해짐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 자본에 과도하게 의
존하는 경제 개혁과 성장 모델은 단기간에는 급격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경제 구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
지만 급진적 개혁 프로그램 또한 비록 단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ㆍ경제적인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급진적 개혁 모델과 점진적 개혁 모델 중 어떠한 것을
차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
하다.

4. 소결
전통적인 체제전환의 개념과 최근 중국과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지향점과 정
책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논의에서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체제전환의 지향점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입장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

42 •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하다. 오히려 북한이 말하는 ‘우리
식 경제 관리 방법’과 중국식 개혁 모델에서 제시하는 ‘불간섭주의’와 ‘국가 주
도의 혁신’이 일맥상통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개혁 모델의 영향
력이 확대되고,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재원 유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의 공적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무리한 체제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미국이 국제 사회와 경제 전반을 주도하는 환경이지만 중국이 개발도상
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어
떠한 선택지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북한 역시 국
제사회 편입과 다양한 해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와 제도의 국
제화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과 ‘자유시장경제 체제’
와의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개혁ㆍ개방 정책은 중국과 동남아 체제전
환국의 사례를 차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개혁ㆍ개방 이후 북한은 소규모 개방
경제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개혁 초기 국내 재원이 풍부했던 중국보다는 동
남아 CLMV의 경제 모델이 실현(적용)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
한의 개혁ㆍ개방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CLMV의 체제전환
의 과정, 부문별 개혁의 정책과 성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국
가의 경험을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EBRD 체제전환지수로 평가하고, 이후
국가자본주의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하는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체
제전환 경험이 과거 동유럽과 구소련의 경험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더욱 명
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국가의 역할을 축
소하고 법ㆍ제도에 의한 통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어떠한 역할
을 부여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국가 주도의 체제전환
을 지향할 것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북한이 나아가고자 하는 개혁 모델을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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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그것이 한반도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과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동남아의 체제
전환이 국가자본주의의 어떤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의
체제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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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체제전환 평가 방법

1. EBRD 체제전환지수
2. 조정된 체제전환지수
3.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제3장에서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와 그 이후 일
련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서술한다. 먼저, 유럽개발부흥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EBRD)이
사용한 체제전환지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수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EBRD 체제전환지수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토대로 CLMV 국가를 평가하기 위
한 조정된 체제전환지수와 5점 평가 척도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며 본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EBRD 체제전환지수33)
EBRD는 중앙 동유럽 국가와 발트해 연안 국가의 경제 개혁 진행 상황을 같
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고자 EBRD 체제전환지수를 확립해 해당 국가들을 평가
하였다(표 3-1 참고).

표 3-1. 기간별 EBRD 체제전환 평가 대상 국가
기간

대상 국가

1989~2014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
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조지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
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1989~2007

체코

2008~14

터키

2012~14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2013~14

코소보

자료: EBRD(20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3) EBRD(2000, 2010)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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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D 체제전환지수는 1997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연도 추정
치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1989~96년까지 산출하였다. 체제전환이 진
행되는 과정을 평가할 때 기본적인 체제전환지수로 ① 가격 자유화 ② 대외무
역 및 외화 접근성 ③ 소규모/대규모 민영화 ④ 기업 개혁 및 기업 거버넌스
⑤ 금융기관으로 크게 분류하고, 하위 부문의 체제전환지수를 삽입하여 부문별
체제전환지수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1995년 경쟁 정책과 비은행 금융기관 및
증권시장에 대한 부문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EBRD 체제전환지수가 확립된 이후, 점진적으로 부문의 개수를 늘리고, 세
분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었다. 1998년 인프라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가중치
없이 전력, 철도, 통신 및 수도에 대해 평가지수를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이듬해인 1999년에는 체제전환국가의 법적 개혁에 대한 평가지수도 제시하
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EBRD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체제전환지수는 1997년
에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EBRD 체제전환지수
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의 정의에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합의함에 따라 체제전환지수에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체제 지향’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EBRD가 주
장하는 체제전환의 최종 목표였으나, 시장경제 체제라는 개념의 일관성 부족과
함께 비판받는 내용은 해당 체제전환지수 부문별로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이 가
능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체제전환 국가들이 겪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시장경제
로 이행되지 못해 잔존하는 부문별 한계점이 EBRD 체제전환지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
면서 기존에 높은 평가를 받은 금융부문의 경제 기초 여건이 실제로는 매우 취
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체제전환지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가
경제의 초기 여건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시점인 2010년부터 EBRD는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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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0년부터 반영된 부문별 기존 및 신규 항목
부문

항목
기업식 영농업

기업

산업 일반
부동산
전력*

에너지

천연 자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철도*
도로*

인프라

도시교통
수질 및 오수*
통신*
금융
보험/기타 금융 서비스

금융기관

자본시장
사모펀드
소규모/중소 금융

주: *는 기존 항목.
자료: EBRD(2010), p. 5.

체제전환지수 중 일부 항목은 세분하고, 필요한 부문 및 이에 대응되는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부문별 항목 중 기존의 인프라 부문(5개 항목)과 금융부문
(2개)은 확장하고, 총 부문별 항목 개수를 16개로 확장하였다(표 3-2 참고).
금융기관 부문에서는 은행과 비은행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비은행 내에서
도 보험과 기타 금융서비스(대출, 연금기금 등)를 별도 부문으로 분류하고, 자
본시장, 사모펀드, 소규모/중소 금융으로 세분하였다. 이 외에도 부문별 체제
전환지수는 △시장 구조와 △시장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평가하는 하위 부문으
로 다시 나눈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책정하였다.
2010년부터 부문별로 세분된 지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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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환 평가가 미래 지향적인 성격34)을 띠기 시작함을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에 이미 이룩한 ‘체제전환’에 중점을 두기보다 경제 전반의 다양한
부문을 검토하고 향후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부문별 지표를 개정한 것이다.
2010년 이후의 체제전환지수는 시장구조와 시장을 지원하는 기관 및 제
도35)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달성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 규제 등의 제정 여부와 함께 집행
(이행) 여부도 함께 평가하는 등 평가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2013년 이후 EBRD는 기존의 체제전환지수에 광범위한 경제 활동 영위 기
회를 부여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차용해 체제전환지수를 한층 더

표 3-3. 2017년부터 반영된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를 측정하기 위한 신규 항목
특징
경쟁력

안정된 거버넌스

항목
경쟁을 장려하는 시장 구조와 비즈니스 기준
가치 창출과 혁신을 위한 능력 함양
중앙정부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
기후변화 영향 경감

녹색경제

기후변화 적응
기타 환경 분야
성 평등

포용적 경제

지역 간 격차
청년을 위한 기회 제공

탄력적 경제

통합 경제

금융 안전성
탄력적 에너지 부문
국제 무역, 투자, 금융에 대한 개방도
국내 및 접경 지역 인프라

자료: EBRD(2017), p. 107.

34) EBRD(2010), p. 3.
35) 시장구조와 시장을 지원하는 기관 및 제도는 부문별로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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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궁극적으로 개혁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균
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개념으로서, 경제 활동 영위 기회가 여성, 청소년, 지
방에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성 평등 △ 청(소)년을 위한 기회 제공 △지
역 간 격차 관련 지표가 평가 항목에 추가되었다. 2017년 이후의 지표는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6개 항목(경쟁력, 안정된 거버넌스, 녹
색경제, 포용적 경제, 탄력적 경제, 통합 경제)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다(표
3-3 참고).
지금까지 EBRD가 체제전환 국가를 평가할 때 사용한 체제전환지수와 지
표의 변천사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동유럽과 발틱 국가 등 독립국
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체제전환을 평가
하는 데 사용했던 ① EBRD의 체제전환지수를 재분류하고 ② EBRD 체제전환
지수의 종합 지침서를 만들어 ③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위한 체제
전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먼저 EBRD 체제전환지수가 지향하는 바를 정책적
으로 제시한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과 각 조항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살펴보
고자 한다. Williamson(2004)은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을 제안한 배경을 언급
하며, 이를 실천한 국가들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자유시장경쟁 체제에 정착하
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Williamson(2004)은 자유시장경쟁 체제 정착을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 10개 항목을 나열하고 각 조항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
하면서, 남미의 신흥국가들이 이를 따르면서 경제개발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하였다. 이후, Rodrik and World Bank(2006)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도 개혁과 사회적 부문을 포괄해야 한다는 비평과 함께 10개 조항을 추가하
였다(제2장 참고).
Williamson(2004)이 나열한 정책 목표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워싱턴 컨센서
스 조항을 분류하였다(표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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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정책 목표에 따른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
정책 목표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

Ⅰ. 거시경제 안정성

1. 재정 정책
18.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안정목표제

Ⅱ.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

2.
3.
19.
20.

Ⅲ. 자유경쟁 시장체제(금융, 자본)

4. 금융자유화
9. 규제 완화
16. 신중한 자본시장 개방

Ⅳ. 자유무역 증진

5. 경쟁력 있는 통합 환율
6. 무역 자유화
14. WTO 합의 준수

Ⅴ. 민간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

8. 민영화
11. 기업 지배구조 개선
12. 부정부패 방지

Ⅵ. 법적 제도 완비

10. 재산권 보호

Ⅶ. 국제금융질서 준수

15. 금융규범 및 기준
17. 비중간 환율제

Ⅷ. 노동 생산성 개선

13. 유연한 노동시장

Ⅸ. 안정적 외자유치

7. 외국인직접투자

공공지출 재조정
세제 개혁
사회안전망
빈곤 완화

자료: Williamson(200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BRD가 바라보는 체제전환과 Williamson(2004)이 제시한 워싱턴 컨센서
스는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 진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4]를 바탕으로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목
표로 하는 EBRD의 체제전환 지향점에 따라 EBRD 체제전환지수를 재분류하
였다(표 3-5 참고).
[표 3-5]는 각 정책 목표에 따른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을 분류하고, 이에 해
당되는 EBRD 체제전환지수를 시기별로 나눈 것으로서 2010년부터는 2000
년 부문별 체제전환지수에 추가 혹은 세분된 항목에 대해서만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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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정책 목표와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EBRD 체제전환지수 분류

•

EBRD 체제전환지수
정책 목표

거시경제
안정성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

2000
부문별 EBRD
체제전환지수

1. 재정 정책
18.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 가격 자유화
물가안정목표제

2010
기업

에너지

2013
인프라

금융기관

- 가격 및
무역
자유화

안정적
외자 유치

6. 무역 자유화

지역 격차

2017

- 안정된
거버넌스

- 증권시장과
4. 금융 자유화(이자율)
비은행 금융기관
경쟁시장 체제 16. 신중한 자본시장 개방 - 은행 개혁과 이자율
자유화

-

청소년 격차

- 탄력적 경제

2. 공공지출 재조정
재정건전성과 3. 세제 개혁
소득 분배 19. 사회안전망
20. 빈곤 완화

5. 경쟁적인 통합 환율

성별 격차

- 시장 진출
- 시장 인프라
및 유동성

- 무역과 환율
- 은행 개혁과 이자율 - 가격 및 - 관세 개혁 및 가격
무역
- 관세 개혁
자유화
자유화
자유화

7. 외국인직접투자
10. 재산권 보호

- 민영화
민간 기업의 8. 민영화
- 거버넌스와 기업
효율성과 11.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수익성 제고 12. 부정부패 방지
- 경쟁 정책

- 민간 및 - 제도적 분리 및
경쟁력
기업화를 통한
있는
구조조정
기업식 - 민영화
영농 발달 - 규제 구조

- 제도 및 가격 분리를 통한
구조조정
- 민영화
- 기업
- 제도적 발전
지배구조
- 기업 지배구조 및 업계
표준

- 안정된
거버넌스

표 3-5. 계속
EBRD 체제전환지수
정책 목표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

2000
부문별 EBRD
체제전환지수

10. 재산권 보호
19. 사회안전망
20. 빈곤 완화

-

13. 유연한 노동시장

-

14. WTO 합의 준수

국제금융질서 15. 금융 규범 및 기준
준수
17. 비중간 환율제

사회안전망
구축

•

19. 사회안전망
20. 빈곤 완화

기업

에너지
- 경쟁 및 자유화
- 시장 접근성 및
경쟁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9. 규제 완화
진입과 퇴출

법적 제도
완비

2010

- 경쟁 정책

2013
인프라

- 경쟁

금융기관

성별 격차

청소년 격차

지역 격차

2017
-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

- 경쟁

- 토지
- 충분한 법적 체계
소유권,
-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구축
- 충분한 법적 - 법적 규제
교환 및
경쟁 및 자유화
- 제도적 기반
기반과 규제 및 사회적
담보에
- 충분한 법적 기반/규제제도
- 환경/보건 관련
제도 발전
규범
관한 법적
구축
법제/규제
체계
- 노동시장
구조 청년 - 노동시장
고용
- 비은행/
은행 융자
- 보건 의료
접근성
- 교육의
- 교육 및
양/질
- 교육
- 녹색경제
훈련
- 기술력에
- 서비스 접근
- 포용적 경제
- 노동 정책
대한 인식
- 제도
- 고용 및
차이
기업
- 재정적 포용
- 금융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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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 1번부터 10번까지는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이며, 11번부터 20번까지는 증강된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임.
2) 2010년, 2013년, 2017년은 2000년 외 추가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기입함.
자료: EBRD(2000; 2010; 2013; 2017); Williamson(200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먼저, 2000년 부문별 EBRD 체제전환지수로 나타낸 부분은 EBRD가 1989
년부터 지속적으로 체제전환 국가를 추적하면서 평가해 온 부문으로서 가장 기
초적이며 기본적인 평가지표이다. 이후 2010년 부문별 체제전환지수 중 일부는
EBRD 체제전환보고서에 따라 세분하고 일부 항목은 추가36)하였다.
2013년은 2012년까지 유지한 2000년, 2010년 체제전환지수의 구조를 승
계하되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새로 도입한 지수를 추가하여, 체제전환 국가의
△성별 △청소년 △지역에 따른 격차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7년 체제전환지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지수만 추가로
기입하였다.
[표 3-5]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2000년 부문별
EBRD 체제전환지수가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 및 이에 대응되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부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본이 되는 2000
년대 EBRD 체제전환지수는 △경쟁시장 체제 △민간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법적 제도 완비 등에 초점이 맞춰
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0년에 추가된 체제전환지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의 기본 EBRD 체제전환지수와 마찬가지로 △경쟁시장 체제 △민간 기
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법적 제도
완비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기본 지수와 다른 점을 꼽는다
면,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한 개의 항목(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금융질서
준수에 대한 평가(금융기관 부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2013년의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추가된) 체제전환지수의 경우 앞서와 같
이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위한 완벽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지표는 전무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청소년, 지역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이를 제도

36) 추가한 부문은 크게 기업, 에너지, 인프라, 금융기관 등 총 4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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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 완비 △유연한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지표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 추가된 지속가능한 성장의 체제전환지수의 경우 몇
몇 분야에 국한된 평가 기준이 아닌 정책 목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성장 여
부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 체제 진입
만을 목표로 달리는 것이 2010년까지 체제전환지수의 지향점이었다면, 이제
는 다양한 분야에서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수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에 추가된 항목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 추가된 항목 또한 △안
정적 외자유치 △경쟁시장 체제 △법적 제도 완비 등의 경우 이미 평가 대상 국
가들이 모두 체제전환 완성기에 들어섰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2. 조정된 체제전환지수
동유럽과 지중해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평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EBRD 체제전환지수를 본 연구의 목적인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평
가하는 데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은
정책 목표가 ‘국가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체제
전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그림 3-1 참고). 이에 동남아 CLMV의 체제전환
을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EBRD 체제전환지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비록 워싱턴 컨센서스와 국가자본주의는 체제전환의 목표는 다르
지만, 최종 지향점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대표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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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BRD와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정책 및 체제전환 목표에 따른 평가지표

자료: 저자 작성.

중국과 동남아 CLMV 국가는 국가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EBRD의 평가를
받던 동유럽과는 다른 체제전환의 목표를 선정하였다. 이에 동남아 CLMV 국
가에 대한 평가 부문, 기준, 지표, 평가 척도 등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
하였다.
앞서 분류한 EBRD 체제전환지수 중 가감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자본주의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국가자본주의의 특성이
반영된 보완된 지표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EBRD 체제전환지수 중 2013년 이후 포함된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
장 관련 부문은 체제전환이 진행 중인 동남아 CLMV로서는 현재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EBRD 체제전환지수 중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지수는 제외하고 2010년까지의 체제전환 평가 부문에 대해서만
CLMV 국가에 적용하고자 한다.
[표 3-5]로부터 CLMV의 특성에 맞게 2000년도와 2010년도 체제전환지수
만을 골라내고,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을 제한한 후, 부문별 성격에 따라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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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열하였다(표 3-6 참고).
[표 3-6]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이 되는 2000년도 지수와
2010년에 추가 및 세분된 지수만을 CLMV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은 상위 그룹인 정책 목표에 따라 재편성된 것으로, CLMV 국가
의 체제전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 3-3]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은 추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를 위한 세
부 평가 지표를 세우기 위한 중요 키워드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키워드
는 CLMV 국가들을 평가하는 지표 분류에도 반영하였다.
2010년에 개정된 지수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눈 것은 부문(기업, 에
너지, 인프라, 금융기관, 성별ㆍ청소년ㆍ지역 격차)의 성격에 따라 연구진이 재
분류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력, 천연자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철
도, 도로, 도시교통, 수질 및 오수, 통신)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부문
으로 분류하였다. 기업(기업식 농업, 산업 일반, 부동산), 금융기관(금융, 보험/
기타 금융 서비스, 자본 시장, 사모 펀드, 소규모/중소 금융)은 시장경제의 성
격이 강하므로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부문과 하위 항목에 관계없이 정책 목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① 기업 거버넌스와 구조조정(A) ② 지방재원 조달시스템 구축은 본
래 각각 부문별 EBRD 체제전환지수와 기업식 영농업에 포함되어 있어 각 부
문에서 ①번이 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목표에 따라 유사 항목을 분류
한 것으로서 전자의 방식처럼 구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2000년대 부문별 체제전환지수에서 정책 목표별로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같은 항목이 이중, 삼중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항목별 세부 평
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Ⅱ-①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의 기업 거버넌스와 구조조정은 Ⅴ-② 거
버넌스와 기업 구조조정(A’)에 재언급되는데 이는 같은 키워드일지라도 세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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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은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성에 따라 [표 3-5]의 일부를 좀 더 자세히
상술한 것으로서, 추후 동남아 체제전환의 정책 목표인 국가자본주의 특성을
반영하기 이전 뼈대가 되는 지표들을 분류한 것이다. 먼저, 동남아 체제전환의
현재 진행 과정상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계획 및 비전은 있지만 이
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체제전환 완
성기라고 하는 2013년 이후의 지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워싱턴 컨센서
스 조항 중 ‘13. 유연한 노동시장’과 ‘14. WTO 합의 준수’에 해당되는 2000년
과 2010년 체제전환지수가 없어 삭제하였다. 또한 정책 목표의 구분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각 목표에 로마 숫자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가 부여된
정책 목표에 맞춰 세부 항목에 번호를 매겼다.
이와 같이 기본이 되는 2000년 EBRD 체제전환지수와 2010년 체제전환지수에
중점을 두고 나서, 지수들을 미세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먼저
‘거시경제 안정성’에 포함된 가격 자유화(2000), 가격 및 무역 자유화(2010)는
모두 Ⅲ. 자유경쟁 시장체제(금융, 자본)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통합되는 과정에서
Ⅰ. 거시경제 안정성에 포함된 체제전환지수가 없어, EBRD에서 부문별 체제전환
지수 이외의 거시경제지표37)를 보완지수로 활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Ⅸ. 안정적
인 외자유치’에 대해서도 2000년도 EBRD 체제전환보고서에서 검토한 외국인직
접투자 금액 추이 및 증감률과 5개년 평균치 증감률을 보완지수로 선정하였다.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추가 지수 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지수들
의 미세 조정을 마치고 나니 [표 3-5]와 [표 3-6]의 초점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3-5]의 경우, 시기별(2000, 2010, 2013, 2017)로 중점을 둔 체제전
환의 분야가 상이했다면, [표 3-6]의 2000년과 2010년 체제전환지수는 세분
화 정도와 범위가 다를 뿐 확연히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7) EBRD는 부문별 체제전환지수 외에도 다른 대체 혹은 보완 지표를 통해 체제전환 국가의 거시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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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EBRD 체제전환지수 중 CLMV 체제전환 성과 평가 기준(정책목표순)
EBRD 체제전환지수
2010
정책 목표

공공부문
에너지

2000
전력

천연
자원

민간부문
인프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철도

도로

도시
교통

기업
수질 및
오수

통신

기업식
영농업

산업
일반

금융기관
부동산

금융

보험/기타
금융
서비스

자본
시장

사모
펀드

보완지수
(2000년도
소규모/ 지수 기준)
중소
금융
①재정
적자
②인플레
이션

Ⅰ. 거시경제
안정성

Ⅱ.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

①가격 자유화
②증권 시장과
Ⅲ. 자유경쟁
비은행
⑤경쟁
시장 체제 금융기관(B)
및
(금융, 자본) ③은행 개혁과 자유화
이자율 자유화
④경쟁 정책(C)

•

②지방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

①기업
거버넌스와
구조조정(A)

Ⅳ. 자유무역
①무역과 환율
증진

⑥가격
⑨네트
자유화
워크
⑧시장
⑦경쟁
접근
⑩경쟁
결정가격
및
경쟁 및
자유화
자유화

⑬가격
자유화
⑭자유
로운 시장
진입/
퇴출
⑮경쟁
정책

⑪경쟁
및
민간부문
기여도
⑫IT 및
첨단기술
시장

59

②가격
및 무역
자유화

⑯혁신적
⑰경쟁
건설
정도
⑳시장
기술의
⑱시장
진출
시장
진출
포화도/
⑲소유권
진출도

㉑시장
진출
㉒시장
인프라
및
유동성

㉓경쟁 ㉕은행/
㉔시장 비은행
융자
진출

60
•

표 3-6. 계속

정책 목표

에너지

2000
전력

천연
자원

①대규모/
Ⅴ. 민간 소규모 민영화 ④제도/가격 분리
기업의
②거버넌스와 및 기업화를 통한
효율성과
기업
구조조정
수익성 제고 구조조정(A’) ⑤민간부문 참여도
③경쟁 정책(C’)

Ⅵ. 법적
제도 완비

Ⅶ. 국제금융
질서 준수
Ⅷ. 노동
생산성 개선
Ⅸ. 안정적
외자유치

③충분한
법적 체계
②적절
수립
①증권시장과 한 법적
④독립적
제도
비은행
인 에너지
금융기관(B’)
규제기관

-

공공부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철도

도로

⑥제도/가격 분리
및 기업화를 통한
구조조정
⑦민간부문 참여도

⑤관련
법률 제정
⑥관련
⑧충분한 법적
기관 설립
기반 구축
⑦관련 ⑨규제제도 구축
정책 및
프로젝트

EBRD 체제전환지수
2010
인프라
도시
교통

민간부문

기업
수질 및
오수

통신

기업식
영농업

산업
일반

부동산

금융

보험/기타
금융
서비스

금융기관
자본
시장

사모
펀드

소규모/
중소
금융

보완지수
(2000년도
지수 기준)

⑬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⑯부동산
⑱민간
⑧탈중앙화 및
⑰기업
⑭생산
⑳기업
관련
부문
민영화
지배구조
성과
지배
기업
참여도
⑨상업화
효율성
및 경영
⑲경영
구조
환경
⑩민간부문 참여도
⑮기업
표준
표준
및 경쟁
거버넌스 조성
및 경영
표준
⑬토지 ⑮충분한
⑫토지
접근권 및 법적
소유권/
거래권 기반과
⑪규제 교환/
⑰충분한 법적 기반과
⑩계약, 제도 및
⑭적절한 규제
체계
저당에
법적 제도 발전
규제 발전
규제 발전
평가
관한
기반 및 ⑯규제
법적
재산권
시행
제도
보호제도 조치
⑪경쟁력
있는
기업식
영농업
발달
⑫상품
추적 가능
여부,
품질/
위생 관리

①기술
함양

②기술
함양

①외국인
직접투자

주: (A)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산 및 보조금 정책 기준 완화 (A’)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상당한 개선 (B) 증권 거래, 투자전문기관 설립, 브로커 생성 등
(B’) 기초적인 법률 및 규제 기반 조성 (C) 시장 지배력 완화를 위한 조치(대기업 해체 등)를 통해 시장경쟁 체제 구축 (C’) 시장진입 장벽 제거.
자료: EBRD(2000, 2010); Williamson(200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7]은 [표 3-6]의 방향을 전환하여 작성한 표로, △정책 목표보다는 각
항목(단위)별로 체제전환지수를 한눈에 파악하고 △가중치 부여 시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또한 체제전환지수의 개수가 많은
정책 목표를 순서대로 앞쪽에 배치하였다.
이후 정책 목표에 해당되는 워싱턴 컨센서스 조항을 모두 제외하고 정책 목
표와 체제전환 평가 항목만 남겼다. 이는 기본적인 체제전환지수 외에 개정된
체제전환지수(2010)를 부문별, 항목별로(가로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평가지표를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모든 체제전환
1 번부터
지수를 정책 목표 순서에 따라, 그리고 경제일반에서부터 시작해 ◯
84 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추후 동남아 CLMV 국가별로 평가할 때 특
◯

정 부문을 평가하고 지표별로 가중치 부여 시 필요한 세부 지표를 한 번에 파악
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표 3-7. EBRD 체제전환지수 중 CLMV 체제전환 성과 평가 기준(지수편중순)
Ⅰ.
Ⅱ.
자유경쟁 시장체제
민간 기업의
(금융,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

정책 목표

기본
⁀
’00
‿

확
장

공
공
⁀ 부
’10 문
‿

체제전환
기본지표

Ⅲ.
법적 제도 완비

Ⅳ.
Ⅴ.
Ⅵ.
Ⅶ.
거시
자유
공공
노동
경제 무역 및 지출 생산성
안정성 외자 재조정과 개선
유치
소득
증진 재분배

1 가격 자유화
◯
26 대규모/소규모
78 무역과 ◯
81 기업
◯
◯
2 증권 시장과 비은
76 재정
◯
◯
민영화
거버
환율
53 증권시장과 비은행
행 금융기관
적자
◯
27 거버넌스와 기업
79 외국인
◯
◯
넌스와
77 인플
3 은행 개혁과 이자
금융기관
◯
◯
구조조정
직접
구조
율 자유화
레이션
28 경쟁 정책
투자
조정
◯
4
◯경쟁 정책

29 제도/가격 분리 및
◯
기업화를 통한
54 적절한 법적 제도
5 경쟁 및 자유화
전력 ◯
◯
구조조정
30 민간부문 참여도
◯

에
너
지

6 가격 자유화
천연 ◯
7 경쟁 및 자유화
자원 ◯

지속
8 시장 결정가격
가능한 ◯
에너지

31 제도/가격 분리 ◯
55 충분한 법적 체계
◯
및 기업화를 통한 수립
56 독립적 에너지 규
구조조정
◯
32 민간부문 참여도
제기관
◯
57 관련 법률 제정
◯
58 관련 기관 설립
◯
59 관련 정책 및 프
◯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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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Ⅰ.
Ⅱ.
자유경쟁 시장체제
민간 기업의
(금융,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

정책 목표

9 네트워크 접근
◯
철도
경쟁 및 자유화

10 경쟁
도로 ◯

공
공
부
문

인
프
라

도시
교통
수질
ㆍ
오수
통신

확
장
⁀
’10
‿

기
업

민
간
부
문

금
융
기
관

13 가격 자유화
◯
14 자유로운 시장
◯
산업
진입/퇴출
15 경쟁 정책
◯

Ⅳ.
Ⅴ.
Ⅵ.
Ⅶ.
거시
자유
공공
노동
경제 무역 및 지출 생산성
안정성 외자 재조정과 개선
소득
유치
증진 재분배

33 제도/가격 분리 및
◯
60 충분한 법적 기반
◯
기업화를 통한
구축
구조조정
61 규제제도 구축
◯
34 민간부문 참여도
◯
35 제도/가격 분리 및
◯
62 충분한 법적 기반
◯
기업화를 통한
구축
구조조정
63 규제제도 구축
◯
36
◯민간부문 참여도
37 탈중앙화 및 민영화
◯
38 상업화
64 계약, 제도 및 규
◯
◯
39 민간부문 참여도
◯
제 발전
및 경쟁
40 탈중앙화 및 민영화
◯
41 상업화
65 계약, 제도 및 규
◯
◯
42 민간부문 참여도
◯
제 발전
및 경쟁

11 경쟁 및 민간부문
◯
기여도
12 IT 및 첨단기술
◯
시장

기업식
농업

Ⅲ.
법적 제도 완비

66 규제 체계 평가
◯

43 경쟁력 있는 기업
◯
67 토지소유권/교환/
◯
식 농업 발달
저당에 관한 법적
44 상품 추적 가능 여
◯
제도
부, 품질/위생 관리

80 가격
◯
및
무역
자유화

82 지방
◯
재원 83
◯기술
조달
함양
시스템
구축

45 경쟁력 있는 기업
◯
환경
46 생산성과 효율성
◯
47 기업 거버넌스 및
◯
경영표준

68 토지 접근권 및
◯
16 혁신적 건설기술
◯
거래권
48 부동산 관련 기업
◯
69 적절한 법적 제도
부동산 의 시장 포화도/
◯
환경 조성
기반 및 재산권
진출도
보호제도
17 경쟁 정도
70 충분한 법적 기반
◯
◯
49
◯기업 지배구조 및
18 시장 진출
금융 ◯
과 규제 발전
경영표준
19 소유권
71 규제 시행 조치
◯
◯
보험/
50 민간부문 참여도 ◯
72 기업 지배구조 및
◯
20 시장 진출
금융 ◯
51 경영 표준
◯
경영 표준
서비스
21 시장 진출
◯
73 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 22
◯
◯시장 인프라 및
시장
경영 표준
유동성
23 경쟁
74 기업 지배구조 및
사모 ◯
◯
52 기업 지배구조
◯
24 시장 진출
펀드 ◯
경영 표준
소규모/
75 기업 지배구조 및
◯
25 은행/비은행 융자
중소 ◯
경영 표준
금융

자료: EBRD(2000, 2010); Williamson(200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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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술
◯
함양

EBRD는 1994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EBRD 체제전환지수 초기 6개 부문38)
에 대한 평가로 체제전환국 평가를 개시하였으며, 평가 척도 또한 체제전환지
수처럼 거듭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기본적으로 평가 척도는 1점부터 4점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1점은 개혁의
진전이 없거나 조금 있는 정도를, 4점은 특정 부문에 가시적 성과를 나타낸다.
이후 체제전환국이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창출했을 때, 4+를 부여하는 등 점수
부여 체계를 조정한 바 있다.
EBRD의 평가 척도와 조정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동남아 CLMV의 체제전
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은 체제전환지수별로 5점 척도를 만들고 점수
부여 기준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5점(EBRD의 4+에 해당)을 받는 경우,
해당 통계 수치가 선진국 혹은 전 세계 평균39)을 따르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정성ㆍ정량 통계 모두 동일하게 해당 평가부문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경우 5
점(만점)을 부여하고, 전 세계 평균치에 도달한 경우 3점을 부여하였다. 다만
전략 산업(전력, 통신, 도로, 도시교통 등 공공부문)의 경우는 5점 만점을 전 세
계 평균치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략 산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개입이 어려운 것
을 고려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체제전환 과정이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와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부문 △법제부문 △기업 거버넌스와 구조조정 △민영화 △경쟁 정책 등으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표 3-8, 표 3-9, 표 3-10, 표 3-11, 표 3-12 참고).
[표 3-8]은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체제전환에 대해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 만든 기준 및 이에 따른 해석이다. 기본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 산술
평균이 1점을 하회할 경우, 경제 분야에서의 체제전환에 대한 정책방향이 전혀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총괄 점수(제4장 참고)가 1점이거나 1.5점 미만

38) 6개 부문은 기업(① 소규모, 대규모 민영화 ② 구조조정), 시장과 무역(③ 가격 자유화 ④ 경쟁 ⑤ 무역
및 환율 시스템), 금융기관(⑥ 은행 개혁) 등으로 분류된다.
39) 이는 EBRD의 평가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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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CLMV 국가의 체제전환(기본지표) 평가 후 부여한 점수에 따른 해석
(단위: 점-5점 만점)

평가점수()
 

해석
- 경제 분야에서의 체제전환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지 않음

 ≦   

- 경제 분야에서의 체제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

 ≦   

-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음

 ≦

-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일정
부문 마련된 상황임
- 규모의 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이 세계 평균에 근접하였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하게 갖춤
- WTO 가입 이후 자유시장 경쟁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없음(단, 무역 개방에
따른 국내 사업 피해 차원에서는 일부 마찰이 있을 수 있음)

≦

- 중견국가 혹은 그 이상의 걸맞은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갖춤

자료: 저자 작성.

일 경우, 경제 분야에서의 체제전환에 대한 방향성이 정책이나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되었으며, 계획이 수립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1.5점 이상, 2점
미만의 경우 체제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존재하나, 가시적 성과(법 이행
등)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점 이상, 3점 미만일 경우 경제 분
야의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한다. 3점 이상의 경우,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
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5에서 4점 사이는 시장경제 체제
의 틀이 법제화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5점은 중견국가
수준으로 법과 제도적 기틀을 갖추었을 때 부여된다.
[표 3-9]는 체제전환을 규정짓는 여러 부문 중 법제 부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점수 부여 기준과 해석을 제시한다. 1점은 민영화에 관련된 법령이 전무한
것을 뜻하며, 2점인 경우 해당 법률이나 제도가 마련은 되었으나, 법의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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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CLMV 국가의 체제전환 법제부문 평가 후 부여한 점수에 따른 해석
(단위: 점-5점 만점)

평가점수()

해석



- 국가 독점, 혹은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일부 제정되었거나 관련 기관이 일부 설립되었으
나,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이 기능하지 못함



- 관련 법령이나 제도, 기관 설립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일부 취해졌으나, 법
집행의 범위와 기관의 기능이 제한됨



- 관련 법령과 제도, 기관 등이 상당 부분 제정되거나 설립되었으며, 법 집
행의 범위와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됨
- 특히 외국인 기업(인)의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이나 관련 제도가 존
재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제한적임



- 관련 법령과 제도, 기관이 모두 잘 갖추어짐
- 외국인 기업(인)에 대한 활동 제약이나 내국인과의 차별 철폐

자료: 저자 작성.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ㆍ규제 기관도 유명무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3점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일부 개정도 이루어졌으나, 집행 범위와 감독 및
규제기관의 기능이 제한된 경우를 뜻한다. 4점은 시장경제 활동을 규정짓는 법
률 조항에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동시에 관련
법제가 상당 부분 마련되었을 때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5점은 차별 없이, 법제
및 기관이 모두 잘 갖추어졌을 때 부여된다.
체제전환 중 국유 기업의 민영화와 가장 밀접한 부분인 ‘기업 거버넌스와 구
조조정’에 대해 부여된 점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점일 경우,
기업은 국가의 전유물이며, 국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
다. 2점은 국유 기업 경영의 일부를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국유 기업의
파산 혹은 시장 내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법제를 일부 제정했을 때 부여된
다. 3점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회계법인 분리를 통해 나타날 경우 부여
된다. 4점은 민영화가 상당 부분 진전되었을 때 주어지며, 5점은 자유시장경쟁
체제에 입각한 기업 운영이 나타날 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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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CLMV 국가의 체제전환(기업 거버넌스와 구조조정) 평가 후 부여한 점수에 따른 해석
(단위: 점-5점 만점)

평가점수()

해석



- 기업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
- 국가가 직접적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유 기업 파산 관련 법
제가 존재하지 않음
- 소규모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 개혁 조치 시행



- 경영자유화 조치가 일부 시행
- 파산 관련 법제나 경쟁법이 일부 제정되나 집행되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민영화, 법인 분리 등)이 일부 나타남
- 정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파산법 집행 강화



- 소유권 이전(민영화)이 일정 수준 시행
- 기업의 민영화가 상당 부분 진전(기업의 직접 투자와 자산 보유 허용)
-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기업 지분 소유 허용



- 기업이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로 독자적 경영
- 시장질서에 의한 완전한 기업 운영

자료: 저자 작성.

비슷한 맥락에서 체제전환 부문 중 ‘기업의 민영화’를 평가 시 부여하는 점수와
이에 대한 해석을 [표 3-11]에서 제시한다. 1점은 국유 기업만이 존재하고 민영화
와 관련된 제도가 전무할 때 주어진다. 2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민영화가 추진
표 3-11. CLMV 국가의 체제전환(민영화) 평가 후 부여한 점수에 따른 해석
(단위: 점-5점 만점)

평가점수()

해석



- 국유 기업만이 존재하며, 민영화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



- 민영화 혹은 민간의 기업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는 마련되었으나, 실
제 집행되지 않음
-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민영화 추진



- 민간부문이 기업 자산 중 25% 이상, 50% 미만 점유
(전략 산업 분야는 민간 점유율 10% 이상, 20% 미만)



- 민간부문이 기업 자산 중 50% 이상, 75% 미만 점유
(전략 산업 분야는 민간 점유율 20% 이상, 40% 미만)



- 민간부문이 기업 자산 중 75% 이상 점유
(전략 산업 분야는 민간 점유율 40% 이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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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3점은 구체적으로 기업 지분의 25% 이상, 50% 미만을 민간이 보유하고
있을 때 부여된다. 이후 4점은 민간이 50% 이상, 75% 미만의 기업 지분을 보유하
고 있을 때, 만점은 75% 이상의 지분이 민간 자본 소유로 나타날 때 주어진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질서 있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경쟁 정
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 후 부여된 점수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표
3-12 참고).
1점은 관련법이 전무할 경우 주어지며, 2점은 관련 법제가 마련되며, 감독ㆍ
규제기관이 설립되었을 때 부여된다. 3점은 독과점 관련 법제가 마련되었을 때
부여되며, 4점은 독과점방지법에 따라 해당 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불이익
혹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어진다. 만점은 미국을
대표로 한 선진국 수준의 독과점 규제기관이 관련 법제에 따라 기업 활동을 감
독할 때 부여된다.

표 3-12. CLMV 국가의 체제전환(경쟁 정책) 평가 후 부여한 점수에 따른 해석
(단위: 점-5점 만점)

해석

평가점수()


-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음



- 경쟁법의 기틀이 마련되며 관련 기관이 설립
- 기업 설립과 관련된 법령 제정



- 독과점 관련 법제와 규제 수립
- 독과점 방지법 제정
- 기업 설립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나, 현실에서 법 집행 사례가 없음



- 독과점방지법에 따른 독과점 위반 사례에 대한 법 집행
- 선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관리됨



- 선진국(미국) 수준으로 독과점 규제기관이 해당 법령에 따라 기업 감독

자료: 저자 작성.

상기 부문별 5점 평가척도는 EBRD 체제전환지수와 비슷한 한계점을 내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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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D 체제전환지수의 한계는 체제전환이라는 정성적 부분을 정량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고자 하는 데 따른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한다. 해당 점수를 부여
할 때 평가 기준에 객관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고, 항목별 구분(경계)이 명확하
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개된 데이터와 더불어 추가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평가 기준
에 대한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은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성이 과도하게 개입된 경우, 2차 검증 등 강건성(robustness)을 입증하기
가 어려워 체제전환지수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체제전환지수는 국가의 전반적 경제성과에서 체제전환의
진행 정도를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40) 동남
아 CLMV를 평가하기 위한 저자들의 평가 척도 또한 상기 제시한 EBRD 체제
전환지수와 같이 연구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평가 결과를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제4장에서 수정 및 보완된 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동남아
CLMV 국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
울일 것이다.

3.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EBRD는 체제전환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 진입이 반드시 경제 성장이라는 양
적 부문만의 개혁으로 이루어진 것은 완전한 경제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법적ㆍ제도적 기반 등 질적 부문의 성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특히 체제전환 평가 부문 중 법ㆍ제도 부문으로 대표되는 정성
40) 일례로 인프라 부문을 제외하고 많은 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을 배제하고 사적 소유를 허용하며 시장지
배력이 강화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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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문도 각종 거시적인 지표로 대변되는 정량적인 경제 부문의 발전 못지않
게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EBRD 체제전환지수의 변천 과정을 통해 EBRD가 바라본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의 관계는 [그림 3-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초기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부문과 일부 맞닿아 있다. 2013년 이후 도입된 ‘포용적 성장’의 개념
은 이를 포괄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환경 요인까
지 고려한 경제발전의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한다.
1990년 사회주의가 붕괴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추
진했던 동유럽과 달리, 동남아 CLMV 국가는 체제전환을 시작한 시점은 비슷
했으나 이행 속도는 점진적이었다. 이에 EBRD에서 보는 체제전환과 경제 성
장 간의 관계와 더불어 동남아 CLMV의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
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4장에서 상세히 서술한다.

그림 3-2. EBRD에서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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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 평가

1. 국가별 체제전환의 역사
2. EBRD 체제전환지수로 평가한
CLMV의 변화상
3.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CLMV 체제전환 성과

이 장에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의 양상과 성과를 워싱턴 컨센서스 관
점과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관점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국가
별 체제전환의 기간과 간략한 역사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제3장에서 마련
한 체제전환지수(이하 체제전환지수Ⅰ)를 바탕으로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제3절에서는 체제전환지수Ⅰ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CLMV의 체제전환의 성과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1. 국가별 체제전환의 역사
가.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
보리)의 포괄적인 캄보디아 평화안의 채택으로 10년간 지속된 전쟁을 끝내고,

그림 4-1. 캄보디아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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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92년 미국이 실시
해 온 캄보디아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대외관계가 정상화(1단계)되기 시작
하였다. 이후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선언하면서, 국유 기업을 개혁하고, 대외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을 제정(2단계)하기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2004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3단계)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역사상 빈번한 외침과 장기간 진행된 내전으로 정치적ㆍ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1978년 또다시 시작된 전쟁이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로 종식되면서 캄보디아 당국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위
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주요 골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민영
화와 탈공산주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유 기업을 개혁하고 민영화하는 프로
그램을 수립하고, 무역 자유화를 실행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은행법｣을 제정하였다. 이미 1994년부터
WTO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입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창설하고 제
반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후 캄보디아는 1999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하고, 대외 무역, 보험, 은행 등 경제 전반의 법제화와 더불어 인프라 개선
에 주력하였다.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거치면
서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실시했지만, 산업/경쟁 부문에서는 최근까지도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제4장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 평가 • 73

74

표 4-1. 캄보디아 체제전환의 시기별 구분

•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무역, 외국인 투자

산업/경쟁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부동산

∙ 국유 기업 개혁 시작 ∙ 외국인투자법 제정

1989

기타
∙ 베트남군 철수

1990

∙ 보험 산업 시작
∙ 유엔 안보리,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1991

∙ 석유 관리 규정 수립
∙ 파리평화협정 서명
∙ 은행법 제정

1992

∙ 토지법 제정

1993

∙ 변동환율제 도입

∙ 신헌법 공포

1994

∙ 외국인투자법 개정
∙ WTO 가입 신청 및
WTO 가입
실무작업반 설치

∙ 토지 관리, 도시
계획 및 건설법 제정

∙ 가격 통제
폐지

∙ UN 주관하에 1차 총선 실시

∙ 상업 규칙 및
상업 등기에 관한
법률

1995
∙ 공기업의 일반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1996

∙ 환경 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제정
∙ 건설 허가 관련
준포고령(Subdecree) 제정

1997

∙ 국립 석유 관리 당국(Cambodian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설립

1998

1999

∙ 은행법 개정
∙ 은행 및
금융기관에
관한 법 제정

2000

∙ 보험법 제정

∙ 동남아국가연합
(ASEAN) 가입

∙ 수질 오염 통제에 대한 준포고령 발표

표 4-1. 계속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무역, 외국인 투자

산업/경쟁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부동산
∙ (확장)토지법 제정
∙ 부동산법 제정

2001

∙ 전력법 제정

2002

∙ 전력법 개정

2003

∙ 투자법 개정

∙ 전력 공급에 관한 일반 규정 수립
∙ 전력 배전망 송출 확장과 관련된
규정 수립
∙ 상수도 및 위생에 관한 국가 정책 비준
∙ 조세법 제정

2004

∙ WTO 가입

∙ 국가 수자원 정책이
각료 회의에서 승인됨
∙ 국가 식수 품질 기준 발표

2006

∙ 국채ㆍ
공채에 관한
법 제정

2007

∙ 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 적정한 전력 가격에 대한
하위 법령 제정
∙ 지방 상수도 공급 및 위생 관련
부문별 투자 계획 수립

∙ 민간 기업에 대한
법률(기업법) 제정

2005

•

기타

∙ 낙후된 철도 개선
프로젝트 착수
∙ 파산법 제정 및
공포

∙ 부동산 관련
준포고령 발표

75

∙ 주택/사유지 개발
관리, 감독 허가에
관한 법 제정
∙ 수도, 지방, 도시
및 광역권에 대한
행정관리법 제정

∙ 수자원관리법 통과
∙ 민법 제정

76
•

표 4-1. 계속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2009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 재경부 산하
증권위원회
설립

∙ 상장된 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규칙

무역, 외국인 투자

산업/경쟁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부동산
∙ 공공사업교통부
내 철도 담당부서
설립

기타
∙ 캄보디아 녹색 성장 로드맵 2010

2010
∙ 신민법 실행
∙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2011
2012

∙ 국가 기후변화 전략
플랜(2014~23) 수립
∙ 녹색 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전략적 플랜 수립

2013

∙ 도로법 제정
∙ 시내버스 시스템
도입 완료

2014 ∙ 보험법 개정
∙ 증권거래
규율 제정

2015
2016
2017

∙ 상수도 허가(license) 관련 부처
행정 명령 발효

∙ 석유 가격
∙ 회계법 제정
상한제 실시

∙ 경쟁법 초안 작성
∙ 물류 마스터플랜
수립

2018

자료: Pa Sokchanna(Ministry of Commerce, Cambodia. 2020. 10. 15, 전문가 간담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국가 사회보장 펀드(NSSF: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는 민간부문의
연금 가입을 도입하고자 계획

나. 라오스
라오스는 1986년 라오인민혁명당 제4차 당대회에서 시장지향적인 신경제
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할 것을 선언하면서 시장경
제로의 체제전환에 착수하였다. 라오스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은 시장경제
제도 도입(1단계) → 시장경제 체제 법제화(2단계) → 실제 이행 과정(3단계)을
거쳐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4단계)에 도달하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4-2 참고).

그림 4-2. 라오스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자료: Phouphet Kyophilavong(National University of Lao PDR, Associate Professor. 2020. 10. 15, 전문가 간담회)
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이 1975년 베트남군 후원을 바탕으로 무혈혁명에
성공하면서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후 1986년 당대회를 통
해 신경제제도(NEM) 도입을 천명하면서 국유 기업의 민영화, 은행 제도 및 세
제 개혁, 가격 통제 철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등을 추진하였다. 신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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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골자는 빠르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
는 것이다. 해당 제도의 주요 정책 목표로는 △개방된 시장 정책 수립 △ 시장
경제 원칙 도입 등이 있다.
이후 라오스는 1991년 8월 ｢헌법｣을 채택하고 전술한 정책 목표하에 ｢외국
인투자법｣, ｢국유기업 감사 회계법｣ 등을 제정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
키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국유 기업의 파산 절차 및 민영
화 과정 관련 법을 제정하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은행법｣을 제
정함으로써 시장경제 체제를 견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외적으
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1992년 양국간 대사급 외교 관계가 회복되면서 관
계 정상화의 움직임 또한 포착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라오스는 1997년 동남아시아연합(ASEAN)
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다. 대외 개
방을 주축으로 하는 라오스의 경제 정책 방침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을 개정
하면서 내ㆍ외국인에 대한 투자법을 일원화하였다. 2004년 12월 미국이 라오
스에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를 부여하면서, 라오스
제품의 대미국 관세가 대폭 인하되는 등 양국간 교역 관계가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금융 및 증권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증권
거래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증권 및 증권거래법령｣(2011)을 제
정하고 이듬해인 2012년 ｢증권법｣으로 승격 및 개정하였다.
끝으로, 라오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제도적 기틀을 다진 데서 출발했
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WTO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표 4-2]
는 라오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연도별로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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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라오스 체제전환의 시기별 구분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1986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무역, 외국인 투자

∙ 국유 기업 개혁 착수

∙ 외국인투자법 제정

산업/경쟁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부동산

기타
∙ 신경제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 도입
∙ 전력, 석유 등 국가 독점

∙ 고정환율제

1987
∙ 재화와
서비스에
1988
대한 가격
통제 폐지
1989
1990

∙ 보험법 제정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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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 우량 기업 중 전략물자 생산
∙ 수입관세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감소되었고,
국유 기업에 대한 민영화 착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됨
∙ 국유 기업 감사 회계법 제정
∙ 국유 기업 민영화 관련
법률 제정
∙ 헌법 채택
∙ 변동환율제 도입
∙ 기업파산법 제정

∙ 은행법 제정
∙ ASEAN 가입

∙ 도로교통법 제정

∙ 토지법 제정

∙ 공공도로에 관한
법 제정
∙ 상수도 부문 지방 분권화 시작
∙ 통신시장에 경쟁 정책 도입
∙ 토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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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2004
2005
2006
2007
2008

∙ 기업법 제정
∙ 상업은행법 제정
∙ 회계법 제정
∙ 증권거래위원회
설립
∙ 증권 및 증권거래
법령 제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무역, 외국인 투자 산업/경쟁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부동산
기타
∙ 미국은 라오스에
정상교역관계(NTR:
∙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법 제정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 부여

∙ 보험법 개정

∙ 투자촉진법 제정
∙ 투자진흥법 개정

∙ 건설법 제정

∙ 신재생에너지개발전략 발표
∙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계획 발표
∙ 기후변화 대응 정책 담당 부서 신설
∙ 광산법 제정
∙ 전력법 제정

∙ 투자법 시행을
위한 법령이
외국인투자법 대체

∙ 증권거래소 개소

∙ 증권 및 증권거래
법령을 증권법으로
승격 및 개정

∙ 교통법 제정
∙ 공공투자법 제정
∙ 기업법 수정
∙ 국유 기업 중 80% 이상 민영화
∙ 민관 협력에 관한 법 초안 작성

∙ WTO 가입
∙ 경쟁법
제정

∙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수립

∙ 투자법 개정

자료: Bounmy Inthakesone(National University of Laos, 2020. 11. 4, 전문가 간담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도시계획법 개정

다. 미얀마
미얀마는 1988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선언하였으나, 본격적인 체제전
환은 20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얀마 체제전환의 세부 진행 일
정은 시장경제 체제전환의 선언(1단계) → 정치 민주화(2단계) → 정치ㆍ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3단계) → 체제전환과 본격적인 경제 개혁ㆍ개방(4단
계)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4-3 참고).

그림 4-3. 미얀마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자료: 최장호 외(2019), p. 144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먼저, 버마식41) 사회주의(불교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던 미얀마 군부는
1988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선언하였으며, ｢외국인투자법｣ 제정 등 일
부 시장경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1988년에 수립된 군사정권은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하고 군부통치를 이어 나갔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경
41) 버마(burma)는 미얀마의 옛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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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재의 배경이 되었다. 2단계에서는 2003년에 수립된 민주화 로드맵 7단계
에 따라 2008년 ｢신헌법｣이 채택되었으며, 민주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가 이루
어졌다. 2010년 전후 미얀마 당국의 정치적 조치(정치범 석방, 총선 실시 등)와
함께 2011년에 첫 번째 민간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시
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IMF와 World Bank 등 주요 국제 금융 기구의 미얀마
재진출이 이루어졌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미얀마의 경제 전반에 개혁 정
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대미얀마 경제제재가 전면 해
제되었으며, 미얀마의 경제 체제전환은 현재 4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후술하겠으나, 이러한 정치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배경하에 2011년을
기점으로 미얀마의 경제 체제전환은 많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상 1~2단계 동안 미얀마의 경제 체제전환은 선언에 불과하였으며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1년부터 국가종합개발계획 수립,
｢경제특구법｣ 제정, ｢외국인투자법｣ 개정,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등과 같이 경
제 전반에서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표 4-3]은
미얀마의 부문별 체제전환 정책을 시기별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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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미얀마 체제전환의 시기별 구분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무역, 외국인 투자

산업/경쟁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부동산

1986

∙ 경제체제전환 선언

1987
1988

∙ 민간의 대외무역 허용
∙ 외국인투자법 제정
∙ 외국인투자위원회 설립

∙ 생필품
가격 자유화

∙ 사회주의경제법 폐지

∙ 국유 기업 민영화
∙ 국경무역 공식화
∙ 일부 산업부문에 외국인
정책 발표
투자 허용(허가제)
∙ 국영경제기업법 제정

∙ 투자상업은행 설립

1990

∙ 금융기관법 제정
∙ 재정기구법
∙ 중앙은행법 제정
∙ 민간기업법 제정
제정
∙ 외국은행 운영 승인

1991

∙ 중앙은행
규정 공포

1992

∙ 4개
∙ 비효율적인
민간은행
국유 기업 임대 발표
설립 발표

1994

•

∙ 부동산양도제한법

1989

1993

기타

∙ 전기법 개정

∙ 재정기구법 제정

∙ 상공회의소 재설립
∙ 교통부(MoC)
설립

∙ 조세법ㆍ저축법 제정

∙ 보험법 제정

∙ 11개 외국은행 허가

∙ 시민투자법 제정

∙ 광업법 제정

83

∙ 환경법 제정
∙ 국가의약품법 제정,
식품ㆍ의약품위원회,
식품ㆍ의약품 감독위원회
설치

84
•

표 4-3. 계속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1995

∙ 국내외 민간은행 간
합작은행 설립 허가
∙ 태환권과
주요외환권 거래 승인

1996

∙ 미얀마
∙ 보험사업법 제정
증권거래
∙ 국내민간기업
외환업무 도입 승인 센터(OTC,
∙ 중소기업개발은행 장외시장)
설립
설립

∙ 민영화위원회 조직
∙ 51개 국유 기업
민영화 발표

무역, 외국인 투자

산업/경쟁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부동산

기타

∙ 보석법 제정
∙ 진주법 제정

∙ ASEAN/AFTA 가입

∙ 국가식품법 제정

1997
∙ 국내외 민간 기업이
휴경지와 처녀지를
임차하여 환금작물,
축산업, 미곡농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임차안 발표

1998

∙ 해외고용 관련법 도입

1999
2000

∙ 국도법 제정

2001
2002
2003

∙ 쌀 수출 자유화

2004
∙ 석유 및
천연가스가격
2005 8배 인상
(공식 발표
없음)

∙ 석유ㆍ가스의
육상광구 개발에
외국인 참여 금지

표 4-3. 계속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산업/경쟁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부동산

기타

∙ 수력자원보호법
도입

2006

•

무역, 외국인 투자

∙ 석유 및
천연가스가격
2007 2~5배 인상
(공식 발표
없음)

∙ 민영화위원회,
국영식품공장, 정미소
등 11개 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2008

∙ 36개 국유 기업
민영화 발표(11.30)

2009

∙ 57개 국유 기업
민영화 발표(8.12)

2010

∙ 4개 민간은행 개설

2011

∙ 6개 민간은행
달러계좌 개설 및
환전 허용

∙ 대규모 민영화 추진

∙ 신헌법 통과:
- 국가경제 체제는
시장경제 체제, 기업
국유화금지 및 화폐 무효화
조치를 하지 않음을 선언

85

∙ 미얀마석유공사
천연가스 충전소,
중유소 등
민간사업자에 매각

∙ 경제특구 지정
∙ 총선 실시 및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해제

∙ 경제특구법 공포
∙ 산업발전위원회
∙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 및
출범
관세 인화

∙ 민간정부 첫 출범
∙ 미국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회복
∙ 국가종합개발계획(NCDP,
1차, 2011~16) 발표

86
•

표 4-3. 계속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무역, 외국인 투자

2012

∙ 은행 및 금융개혁
발표
∙ 신중앙은행법 제정
(중앙은행 독립화)

2013

∙ 증권거래법
∙ 신중앙은행법 도입
제정

∙ 수출허가 자격요건 폐지
∙ 외국인투자법 개정

2014

2015

∙ 중소기업은행법
제정

2016

∙ 신금융기관법 제정

∙ 증권거래
위원회 설치
∙ 증권거래소
개장
∙ 외국인투자법 개정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부동산

∙ 건축법 제정
∙ 농지법,
휴경지ㆍ처녀지
관리법 제정

기타

∙ 환경보호법 제정
∙ 노동법 제정
∙ 미국의 금융 및 투자,
무역 관련 제재 완화 조치

∙ 국가에너지관리
위원회 구성
∙ 통신시장 개방
∙ 통신법 제정

∙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및
GSP 자격 부여

∙ 전기법 개정
∙ 전기규제위원회
설립
∙ 진주법 개정

∙ 환경보호 규정 제정

∙ 경쟁법 제정
∙ 경쟁위원회 설립
∙ 광업법 개정

∙ 소비자보호법 제정
∙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립,
국가 환경 품질 가이드라인 제시
∙ 국가 물 정책 수립

∙ 보석법 개정

∙ 국도법 개정

∙ 두 번째 민간정부 출범
∙ 집합건물법 제정 ∙ 미국의 GSP 수혜국 재지정
∙ 경제제재 전면 해제

∙ 신회사법 제정

2017
2018
2019

산업/경쟁

∙ 외국인투자법(1988) 개정
∙ 무역위원회 폐지 및
∙ 2015/16 국유 기업
투자위원회 개편
∙ 통신사업 민영화
∙ 비자동수입허가체제
민영화 추진 계획
발표
개혁 시작
발표
∙ 관리변동환율제 도입(4.1)
∙ 수출입법 제정

∙ 광업 규정 제정
∙ 보험 시장 개방 선언

자료: 장준영(2013), pp. 201~20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특허법 제정

∙ 건설산업발전법 초안 마련

라. 베트남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4-4 참고). 첫 번째
단계는 1986~90년이다. 도이 머이 선언 이후 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경제를 도
입하기 위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였다.

그림 4-4. 베트남 체제전환의 시기별 구분

자료: 최장호 외(2019), p. 132.

두 번째 단계는 1991~95년이다. 1992년 개헌을 시작으로 도이 머이 선언
이후 시장경제 운용에 맞는 법제 개편을 시작하였다. 1993년 파리클럽에서 베
트남 국가 채무 탕감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World Bank와 UNDP가 파리에
서 베트남 원조국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인프라 개발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96~2000년이다. 시장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정부부처 조
직을 만들었다. 1996년 국가증권위원회를 개설하고, 국유 기업을 주식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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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기 위하여 2000년 호치민에 증권시장을 개장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2001~05년이다. 이어 WTO 가입을 준비하면서 1991~95년
에 제정된 기존 법제를 개편하였다. WTO 회원국이 문제제기를 한 국유 기업
개혁, 외국인투자 원활화, 무역 분야 비관세 장벽 철폐, 금융 개혁에 방점을 두
었다. 2001년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노동집약적 제조 국가로 성장
하였고, 2004년을 전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 이중가격을 폐지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2006~10년이다. 공공부문에서 운영 및 감독기구
설립,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 허용 등의 법제를 개편하였다. 2007년 WTO 가입
을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각 단계에 맞춘 베트남의 법제 개편과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표 4-4]와 같
다. 베트남은 체제전환 1~3단계 동안 가격 자유화, 국유 기업 민영화, 무역 자
유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금융 개혁은 1999년 동아
시아 금융위기 이후인 체제전환 4~5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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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베트남 체제전환의 시기별 구분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증권시장

기업, 민영화, 사유화

무역, 외국인 투자

철도, 도로 인프라

1986
1987

∙ 가격 자유화 실시
(1989년까지
점진적 시행)

∙ 외국인투자법 제정
∙ 국유 기업 개혁에
(1988년 시행, 외자 100%
관한 법 제정
출자 인정, 국유화 금지)
∙ 금융개혁
(중앙은행 상업은행
이원화)

∙ 가격 자유화 완료
1989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가격제 확립)

∙ 민간 기업 규모 제한
철폐
∙ 공정거래법 제정

∙ 토지법 공표(사용
∙ 노동(고용 자유화)
기간 연장 5→15년)

∙ 민영기업법 제정 ∙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
(민영 기업 공식 인정) (조세감면 기준 보완)

∙ 국유 기업 우대 가격
철폐(1991~93년)

∙ 수출가공지역 설치 법 제정
(호치민, 하이퐁에 설치)
∙ 외국인투자법 2차 개정 ∙ UNDP 지원으로
(존속 기간 연장 20→50년)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1992 ∙ 가격 규제 철폐

∙ 정부물가위원회
∙ 외국계 은행의
1993 설립(표준가격, 가격
베트남 진출 허용
변동 폭 조정)

1994

∙ 수출입관세법 제정
(관세 도입)

∙ 국유 기업 보조금
지급 중단
∙ 국가은행법,
금융기관법 제정

1990

•

기타
(도이 머이 채택)

1988

1991

농업/토지

∙ 재보험사 VinaRe
설립

∙ 농지이용법 제정
(개인 양도ㆍ상속ㆍ
∙ 석유법 제정
담보권 인정)
(민간, 외국인의 생산
∙ 토지법 개정
투자 허용)
(보유기간 상향
15→20~50년)

∙ 기업파산법 제정

∙ 국영총공사 설립
(국유 기업 대영화,
민영화)

(개헌-시장경제
도입 명시)

∙ 철도 시설관리와
운영을 분리

89

(미국 제재
해제-클린턴)
∙ 노동법 제정
(사회보험제도,
피고용인 권한 보호)

90
•

표 4-4. 계속
연도

가격 자유화

은행

1995

∙ 공공시장법 제정,
∙ 금융부문 외국인
1996 경매 시스템 도입
투자 허용
(조달시장 개혁)
∙ 국가은행법 제정
∙ 신용기관에 관한
1997
법률 제정

기업, 민영화, 사유화

∙ 국가증권위원회 설립
(국유 기업 주식회사화
보완 목적)

∙ 금융부문 외국인
단독 투자 허용
∙ 총리령 예금자
보호

1999

∙ 보험법 제정

2000

∙ 가격 설정 자율화
(정부 개입 가능
분야를 문서화)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

기타

∙ 교통 마스터플랜
수정

(미베 국교 수립/
ASEAN 가입)

∙ 교통부문 가격 인상

(인터넷 서비스 개시)

∙ 철도 여객과 화물
가격 인상

(APEC 가입)

∙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
(투자 간소화, 수출 활성화)

∙ 수출입 허가제 폐지
∙ 기업법 제정
(민영기업법, 회사법
통합/신생기업 설립
간소화 & 등록제 시행)

∙ 호치민 증권거래소
설립/개장

∙ IMF와 WB 차관
제공으로 금융의 ∙ 증권시장 외국인 거래 허용
건전성 요구

2001

무역, 외국인 투자

∙ 신국영기업법 제정
(국유 기업 주식회사화)

∙ 유가증권시장에 관한
법령 제정
∙ 증권거래센터(호치민시)
설립 결정

1998

2002

증권시장

∙ 생명보험 판매
시작

∙ 증권시장 거래일 수 확대
(주 3→5회)

∙ 미-베 상호무역협정(BTA)
체결
∙ 독일 철도 재건
∙ 외국인투자법 4차 개정
목적으로 지원 시작
(부가가치세 유예 및 면제,
토지 담보권 제공)

∙ 석유법 개정
∙ 식품인증프로그램
Viet GAP 도입
∙ 토지법 재개정
(해외 교포
토지사용권 부여)

∙ 관세법 전면 개정
∙ 철도 마스터 플랜
발표
∙ 상하수도 민간투자
허용

∙ 우편/통신법 제정
(우편과 통신 분리)

표 4-4. 계속
연도

가격 자유화

2003

∙ 전략산업 최고
가격제 시행
(시멘트, 철강)

은행
∙ 국가은행법 1차
개정

기업, 민영화, 사유화

∙ 최초 펀드관리 회사 탄생
(VFM 증권펀드)

무역, 외국인 투자
∙ 미국의 통신 서비스
합작 허용

∙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 1차 개정
∙ 재무부 보험국
신설

∙ 증권투자펀드(VF1)
공식 상장

∙ 공공조달법 개정
∙ 양도 수단에 관한
2005 ∙ 외국인 이중가격제
법 제정
실질적 폐지

∙ 하노이 증권거래소
설림/개장
∙ 전자거래법 제정

∙ 투자법, 통합기업법 제정
(국영, 민영, 외자 기업 차별 철회)
∙ 관세법 개정(WTO 가입 준비)

∙ 증권시장 과열로 처음으로
호치민 거래 시스템 마비
∙ 증권시장법 제정
∙ 정보기술법 제정

∙ 수출입 보조금 폐지

2004

2006

•

증권시장

∙ 경쟁법 제정
∙ 기업파산법 개정

철도, 도로 인프라

∙ 전력 기업을
EVN으로 통합
∙ EVN 발전 및 배전
민영화 추진
∙ 전력법 제정

기타
∙ 건설법 제정
(민간과 외국인
투자 장려)

∙ 베트남철도공사
설립
∙ 토지법 재개정
(외국인 주택단지
개발 허용)

∙ 유전 입찰 시작

∙ 철도법 제정

[미국과 정상무역관계
∙ 전력생산 부문
∙ 부동산거래법 제정
(PNTR) 체결]
도매시장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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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은행 최저자본금
인상. 외국계 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의무화

∙ 베트남 대표 대기업
증권시장 상장

2008

∙ 재무부
감독위원회에서
보험 감독

∙ 증권시장 변동성 방지
목적으로 첫 주가 제한

∙ 도로교통법 제정
∙ 통신분야 민간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 호치민 증권거래소
온라인 거래 허용

∙ 철도 마스터플랜
수정
∙ 도로교통
마스터플랜 발표

2009

농업/토지

(WTO 가입)

(ASEAN-일본
FTA 발효)
∙ 석유법 재ㆍ개정

92
•

표 4-4. 계속
연도

2010

가격 자유화

은행

증권시장

∙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 2차 개정
∙ 국가은행법 2차
개정

∙ 증권법 개정(하노이 증권
거래소 온라인 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무역, 외국인 투자

철도, 도로 인프라

농업/토지

∙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가격 설정

∙ 보험신용법 제정
∙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 식품안전법 개정

2013 ∙ 공공조달법 재개정 ∙ 예금자보호법 제정
∙ 기업에 대한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 제정

2014

∙ 정부령189 국유 기업의 주식화 보완

∙ 민간 연금보험 허용

∙ 기업법, 투자법 개정(외국인 투자 간소화)
∙ 파산법 재개정
∙ 신관세법 제정

∙ 건설법 개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정부령116 국유 기업의 주식회사화 재보완

2015

∙ 철도 마스터플랜
재수정
∙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발표

∙ 주택법(외국인
주택 소유 허가)

2018

(한-베 FTA 발효)
(베-EU FTA 체결)
∙ 외국인에 석유 유통
조건부 허용

2016
2017

기타
∙ 공공부문 PPP 허용
∙ 식품안전법 도입
∙ 민영 의료보험 허용

∙ 통신법 제정

∙ 정부령59 100% 국유 기업의
주식회사화 발표

2011

2012

기업, 민영화, 사유화

∙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 3차 개정

∙ 정부령126 국유 기업의 주식회사화 재차 보완
∙ 경쟁법 1차 개정

2019

주: 2005년 통합기업법 제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기업의 차별이 철폐되어 이때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법제와 외국인투자법제가 통합됨.
자료: Le Quoc Phuong(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前 Deputy Director-General, 2020. 11. 4, 화상 및 서면 간담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EBRD 체제전환지수로 평가한 CLMV의 변화상
가. 캄보디아
EBRD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995년 이
후 체제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랜 전쟁의 후유증
으로 정치적ㆍ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었지만,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
의 일조로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 향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후 1995년부터 급격한 체제전환 속도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림 4-5 참고).
그림 4-5. 캄보디아의 시기별 체제전환 속도 평가(체제전환지수 Ⅰ)
(단위: 점-5점 만점)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체제전환은 ‘체제전환 기본부문’에서 가장 시장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정책 목표의 근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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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캄보디아의 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정책 위주로 한 체제전환 기본부문에서 가장 높은 결실을 얻었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와 기
타 인프라에서의 개혁이 가장 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4-6 참고).
세부 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또한 전술한 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결과를 뒷받
침한다. 체제전환 기본부문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그다음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이른 시기부터 ‘체
제전환 기본부문’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캄보디아가 1994년부터
WTO 가입을 희망하였고, 이를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
면서 해당 시기를 전후로 가격 통제 폐지, 변동환율제 도입, ｢공기업의 일반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체제전
환 기본부문’에서 얻은 3.5점은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하게 갖추고,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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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캄보디아의 시기별/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2015
변동

총괄

1.2

1.4

1.7

2.1

2.5

2.7

▲1.5

체제전환 기본부문

1.4

1.8

2.5

3.1

3.4

3.5

▲2.1

공공부문

1.0

1.0

1.0

1.3

1.8

1.9

▲0.9

민간부문

1.3

1.4

1.5

1.9

2.4

2.7

▲1.4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을 평가하면, 부문별로 골고루 체제전환에 힘
쓴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거시경제 안정성’과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
배’ 부문에서는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다. 1988년 이전에는 GDP 대비 적
자가 100%를 웃돌았지만, 1995년 체제전환이 진행된 이후에는 40% 이하로
떨어졌고 해당 수치는 2015년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베트남과의 전쟁이 종식
된 이후 국유 기업의 개혁에 착수하면서, 2000년에 들어서 90% 이상 민영화
를 완료하였다.
또한 초기에 대외 개방 정책이 전무해 정책적 주안점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
었지만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캄보디
아는 1989년 국유 기업의 개혁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고, 2003
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없애는 등 진일보한 법
을 제정하였다.
체제전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1995년 이후에는 ‘법적 제도 완비’
및 ‘노동 생산성 개선’에서도 미진하지만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이
들 지표로 미루어 캄보디아에서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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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캄보디아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정책 목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2015
변동

총괄

1.2

1.4

1.7

2.1

2.5

2.7

▲1.5

Ⅰ. 자유경쟁 시장체제

1.0

1.4

1.6

1.8

2.0

2.2

▲1.2

Ⅱ. 민간 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1.1

1.2

1.7

2.1

2.3

2.5

▲1.4

Ⅲ. 법적 제도 완비

1.3

1.3

1.3

1.6

2.6

2.7

▲1.5

Ⅳ. 거시경제 안정성

2.0

1.5

3.5

3.5

3.5

3.5

▲1.5

Ⅴ.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1.3

2.0

2.0

3.5

4.5

4.5

▲3.3

Ⅵ.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

2.0

2.0

2.5

3.0

3.0

3.0

▲1.0

Ⅶ. 노동 생산성 개선

1.0

1.5

1.5

1.5

1.5

2.0

▲1.0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4-7. 캄보디아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방사형)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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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오스
EBRD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시장지향적인 신경제제도(NEM)를 도입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정책 및 법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총괄 점수 2.6점으
로 현재진행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그림 4-8 참고).

그림 4-8. 라오스의 시기별 체제전환 속도 평가(체제전환지수 Ⅰ)
(단위: 점-5점 만점)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체제전환 기본부문’에서 가장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각각 그 뒤를 따른다.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정책에 대한 법제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
문에서의 시장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분석 기간 중 꾸준한 속도
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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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자세하게 보면, ‘체제전환 기본부문’에서 가장 시장경제에 부합하
는 결과를 창출하였고, 에너지와 인프라 등 공공부문에서의 개혁이 가장 더디
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9 참고).

그림 4-9. 라오스의 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세부 부문별로 보았을 때 라오스의 ‘체제전환 기본부문’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이는 분석 기간 중 평가점수 변동 폭으로 뒷받침된다(표 4-7 참
고). 한편 민간부문의 체제전환지수는 2015년 현재 2.5점을 상회하고 있어, 체
제전환의 성과가 일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 일부 체제
전환 시도가 엿보이나,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제전환 기본부
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총괄 지표의 변동
폭이 작았던 이유는 공공부문에서의 미진한 변화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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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라오스의 시기별/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2015
변동

총괄

1.2

1.4

1.6

1.8

2.1

2.6

▲1.3*

체제전환 기본부문

1.5

2.0

2.0

2.5

2.6

3.4

▲1.9

공공부문

1.0

1.1

1.3

1.4

1.4

1.7

▲0.7

민간부문

1.2

1.2

1.5

1.7

2.2

2.6

▲1.5

주: * 분석 기간 동안 총괄 부문에서의 증가분으로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1.4가 아닌 1.3 증가분으로 표시됨.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을 평가하자면, 초기부터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고, 그다음으로 ‘민간 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라오스는 체제전환에 착수했을 당시 신경제제도 도입
선언 이후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국유 기업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각종 법안 도입
및 정부의 가격 통제 폐지 등 일부 부문에서 빠르게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다.
1995년 이후에도 ｢은행법｣을 제정하고, ASEAN에 가입하며, 인프라와 부
동산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체제전환을 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4년 미국이 라오스에 정상교역관계 지위를 부여하면서, 대외 개방 정
책은 탄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체제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5년 이후에는 ‘법적 제도 완비’, ‘공공
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에도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회계
법｣과 ｢증권거래법｣, ｢투자촉진 및 진흥법｣을 제정하고 건설 관련 법안을 수립
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2013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이루
어졌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체제전환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이
는 WTO 가입을 전후로 증권거래 시장 개설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
안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기업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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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민영화, 자유경쟁 체제를 지향하는 ｢경쟁법｣을 도입하는 등 일련의 과
정을 거친 뒤 성과를 이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8. 라오스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정책 목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2015
변동

총괄

1.2

1.4

1.6

1.8

2.1

2.6

▲1.3

Ⅰ. 자유경쟁 시장체제

1.3

1.5

1.6

1.8

2.1

2.6

▲1.3

Ⅱ. 민간 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1.2

1.5

1.7

2.1

2.2

2.9

▲1.7

Ⅲ. 법적 제도 완비

1.0

1.0

1.3

1.4

1.6

2.1

▲1.0

Ⅳ. 거시경제 안정성

2.5

2.5

2.0

2.5

3.0

3.0

▲0.5

Ⅴ.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1.3

1.8

1.8

3.3

3.5

4.0

▲2.8

Ⅵ.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

1.0

1.5

1.5

2.0

2.0

2.5

▲1.5

Ⅶ. 노동 생산성 개선

1.5

1.5

2.0

2.0

2.0

2.5

▲1.0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0. 라오스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방사형)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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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얀마
EBRD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20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비록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1988년에 선언하였으나(그림 4-11 참고), 2010년까
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11년이 되어서야 민간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10~15년 사이 미얀마의 체제전환 속도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빨라졌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다.
2015년 현재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된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3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11 참고).

그림 4-11. 미얀마의 시기별 체제전환 속도 평가(체제전환지수 Ⅰ)
(단위: 점-5점 만점)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체제전환은 ‘체제전환 기본부문’이 가장 EBRD 목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
으며, 다음으로 민간부문, 공공부문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각 정책 목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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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을 위주로 한 체제전환 기본부문에서 가장 많은 성과
를 얻었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에서의 자유화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에
너지와 인프라와 같은 공공부문이 가장 느리게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12 참고).
세부 부문별로 보면, 2015년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부문은 체제전환
기본부문이지만, 변동 속도로 보았을 때는 민간부문 → 체제전환 기본부문 →
공공부문 순서였다(표 4-9 참고). 이는 두 부문의 초기 조건 차이에서 기인한
다. 1990년 체제전환 기본부문의 지수는 이미 2.0점이었던 것에 반해, 민간부
문의 지수는 1.2였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1988년 이미 주요 자원 이외의 생필
품 가격 자유화를 단행하였으며, 1990년 이전에 국유 기업 민영화 정책을 발표
하였다. 또한 1988년 민간의 대외 무역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
였다. 즉 체제전환의 아주 기초적인 정책이 1990년 이전에 도입된 것이다. 하
지만 2015년 현재 체제전환 기본부문은 아직까지 ‘체제전환의 성과가 어느 정
도 있다’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4-12. 미얀마의 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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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미얀마의 시기별/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2015
변동

총괄

1.4

1.5

1.5

1.6

1.8

2.3

▲0.9

체제전환 기본부문

2.0

1.9

1.8

1.9

2.1

2.8

▲0.8

공공부문

1.1

1.2

1.3

1.4

1.4

1.8

▲0.7

민간부문

1.2

1.3

1.4

1.6

1.8

2.3

▲1.1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편 민간부문의 체제전환지수는 2015년 현재 2.0점을 상회하고 있어 ‘체제
전환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공공부문의 지수는 아직 1.8점
으로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이는 전력ㆍ천연자원과 같은 에너지와 철도ㆍ도로ㆍ통신과 같은 인프라 분
야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문
에서의 자유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민간부문에서 가장 큰 발전
을 보인 부문은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을 위한 무역 자유화 부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와 인프라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의 자유화는 대규모의 자
본을 다룰뿐더러, 국가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
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이다. 미얀마의 경우 2011년에서야 본격적인 체제전환 정책이 도
입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체제전환 성과를 보이기
에는 전환 기간이 아직 짧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부문에 속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질ㆍ오수, 도시 교통과 같은 부문은 미얀마 등의 개발도상국
에서는 큰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부문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더딘 발
전을 보인 부문은 인프라 부문인데, 특히 해당 부문과 관련된 법적 제도 완비에
서 미진한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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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0년 이후부터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유 기업을 민영
화하고 외국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예
컨대 그동안 국가가 석유제품 유통을 통제해 왔으나, 2010년 소매연료 네트워
크를 민영화한 이후 석유 하류 유통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되었
다. 당시 석유 공사(MPPE)는 미얀마 전역에 천연가스 충전소 240여 개와 주유
소 20개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였다.42)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을 평가하면, 체제전환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
시경제 안정성’과 ‘자유무역 및 외자 유치 증진’에 정책적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체제전환을 선언한 지 2년 만인 1990년 정책 목표 중 ‘거시경제 안정
성’과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에서 이미 2점을 상회하여, ‘체제전환의 성
과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관련하여 미얀마
의 재정 적자는 1986~90년에는 GDP 대비 104.4%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
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6~10년에는 50.2%, 2011~15년에는
37.1%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2010년 이후 평균 85%
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미얀마의 거시경제 안정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다.43) 한편 미얀마의 물가상승률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
까지 금융위기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2010년 이후 안정화되어 10% 이
하에 머물러 있다.44)
2010년 이후 체제전환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이후에는 ‘자유경쟁 시장체제’
도입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정책 목표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
다. ‘자유경쟁 시장체제’ 정책 목표와 관련된 체제전환지수는 2010년 1.7점에

42) 장준영(2013), p. 223.
43)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Workstation, “Gross government debt(as a % of GDP),”
https://services.oxfordeconomics.com/data/(검색일: 2020. 8. 18).
44) Myanmar Inflation Rate, https://www.macrotrends.net/countries/MMR/myanmar/inflation
-rate-cpi(검색일: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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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5년 2.4점으로 5년 만에 0.7점이 상승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민간부문
에서의 자유화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무역ㆍ투자제재가 해제되었고, 미얀마 당국 또한 ｢신중앙은행법｣(2012)을 제
정하고 은행 및 금융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양곤 증권 거래소가 개
장하였다. 2012년부터는 ｢수출입법｣을 제ㆍ개정하여 수출입 허가제를 폐지하
였다. 2012년에는 국유 기업 민영화 계획을 새롭게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
신시장을 민영화하여 해외시장에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정책 목표에서 가
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2015년에 ｢경쟁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경쟁위원회
가 설립된 것이다.
한편 정책 목표 ‘노동 생산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얀마의 노동 생산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개선되어 체제전환지수가 상승하였다.
나머지 정책 목표 중에서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와 ‘법적 제
도 완비’에서 다소 성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천연자원 개발을 허용하고, 2012년에 제정된 ｢
농지법｣에 의거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토지 사용에 관한 제한을 완화한 것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2015년에 ｢경쟁법｣과 ｢광업법｣이 제정되었는
데, 상술한 바와 같은 법ㆍ제도의 마련은 ‘법적 제도 완비’와 관련한 지표가 상
승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한편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개혁 조치 또는
개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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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미얀마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정책 목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2015
변동

총괄

1.4

1.5

1.5

1.6

1.8

2.3

▲0.9

Ⅰ. 자유경쟁 시장체제

1.3

1.3

1.5

1.6

1.7

2.4

▲1.1

Ⅱ. 민간 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1.2

1.4

1.5

1.5

1.6

2.0

▲0.8

Ⅲ. 법적 제도 완비

1.2

1.3

1.3

1.3

1.3

2.0

▲0.8

Ⅳ. 거시경제 안정성

2.5

2.5

2.5

2.5

2.5

3.5

▲1.0

Ⅴ.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2.3

2.0

1.5

3.3

3.8

4.0

▲1.7

Ⅵ.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

1.5

1.5

1.5

1.5

1.5

1.5

-

Ⅶ. 노동 생산성 개선

1.0

1.0

1.5

1.5

1.5

2.0

▲1.0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3. 미얀마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방사형)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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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베트남
EBRD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그림 4-14
참고). 이를 볼 때 체제전환 4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14. 베트남의 시기별 체제전환 속도 평가(체제전환지수 Ⅰ)
(단위: 점-5점 만점)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2010년은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어느 정
도 갖추어진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3.5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4-15 참고). 체제전환은 ‘체제전환 기본부문’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다
음으로 민간부문, 공공부문이 추진되어 공공부문이 가장 느리게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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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베트남의 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세부 부문별로 보면, 체제전환 기본부문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서 핵심으로 여겨지는 경제 분야의 기본 지표로 1990년 1.6점, 2015년 4.2점
으로 변화가 가장 빨랐다(표 4-11 참고). 2015년 베트남의 기본부문은 체제
전환 수준으로는 ‘중진국 수준의 법ㆍ제도 기반을 갖춤’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체제전환의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경제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과도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ㆍ
제도 개편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체
제전환은 2015년 3.1점으로 ‘체제전환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자유시장경제
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부문의 체제
전환은 2015년에도 체제전환지수가 2.5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체제전환
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타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은 WTO 가입 이후에도 일부 공공부문에서 국유 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외국
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특히 전력, 천연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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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베트남의 시기별/부문별 체제전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2015
변동

총괄

1.3

1.6

2.1

2.6

3.1

3.2

▲1.9

체제전환 기본부문

1.6

2.0

3.0

3.6

4.1

4.2

▲2.6

공공부문

1.1

1.3

1.5

1.9

2.2

2.5

▲1.4

민간부문

1.2

1.5

1.8

2.4

2.9

3.1

▲1.9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에너지 분야와 철도, 도로, 버스 등 도시교통, 수질ㆍ오수 등 상하수도, 통신 등
인프라 분야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체제전환을 추진하였
다. 2010년 이후부터 공공부문의 국유 기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인 기업의 참여
를 허용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시장을 먼저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개편은 여건이 되면
체제전환을 하는 ‘선(先) 외국인투자 후(後) 공공’ 혹은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 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외국인 기업의 특구 투자와 외
국인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베트남 진출을 체제전환 초기에
허용하였다. 반면 사회 근간이 되는 에너지, 인프라 등의 공공부문은 가장 나중
에 개혁을 하여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기한 것
으로 평가된다(표 4-11, 그림 4-15 참고).
정책 목표별로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면 전체 7대 정책 목표 중 ‘거시경제
안정성’,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중심으로 추진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효율성이 떨
어지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정부 재정 적자를 경험하였고, 1997년 동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측면에서 높은 압력에 직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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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정책 당국은 체제전환 기간 동안 다른 정책 목표에 비해 ‘거시경제
안정성’을 이른 시기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목표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과 관련해서는 1998년 수출입 허가
제도 폐지, 2001년 ｢관세법｣ 전면 개정, 2007년 WTO 가입 등 외국인직접투
자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책 목표 ‘자유경쟁 시장체제’와 관련해서는 1989년 가격 자유화, 2004년
｢경쟁법｣ 제정, 2005년 ｢투자법｣ 제정, 1988년 금융 개혁, 1990년 ｢금융기관
법｣ 제정, 1997년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1998년 ｢유가증권시장법｣
제정, 2000년 증권거래소 설립, 2006년 ｢증권거래법｣ 제정 등 가격, 경쟁, 금
융 등의 분야에서 주요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 목표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출 효율화
를 위하여 1989년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였으며, 1992년 국
유 기업에 대한 우대가격을 철폐하고 주식회사(민영화)로 전환하였다.
정책 목표 ‘민간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1990년 ｢민영
기업법｣ 제정, 1999년 ｢기업법｣ 제정(｢민영기업법｣과 ｢회사법｣ 통합), 1995년
｢신국영기업법｣ 제정으로 국유 기업의 주식회사화 추진, 철도ㆍ도로ㆍ도시교
통ㆍ통신 분야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합작ㆍ합영의 단계적 허용 등 체제전환을
추진하였다.
정책 목표 ‘법적 제도 완비’와 관련해서는 1992년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법ㆍ제도 제/개정, 독립적인 운영기관 설립, 감독 및 규제
기관 설립,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표준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 ‘노동 생산성 개선’을 위해 농업과 보험 등 금융기관
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 교육기관 설립 및 자격증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
책을 펼쳤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기업이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 목표에 비해 농업 분야와 기타
금융 분야의 생산성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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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베트남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정책 목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
2015
변동

총괄

1.3

1.6

2.1

2.6

3.1

3.2

▲1.9

Ⅰ. 자유경쟁 시장체제

1.2

1.5

1.9

2.6

3.1

3.4

▲2.2

Ⅱ. 민간 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1.1

1.5

1.7

2.5

2.8

2.8

▲1.7

Ⅲ. 법적 제도 완비

1.2

1.4

2.2

2.8

3.0

3.2

▲2.0

Ⅳ. 거시경제 안정성

3.5

4.0

5.0

5.0

5.0

5.0

▲1.5

Ⅴ.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1.3

1.3

1.8

2.8

4.3

4.3

▲3.0

Ⅵ.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

1.0

1.5

2.0

2.0

2.5

3.0

▲2.0

Ⅶ. 노동 생산성 개선

1.0

1.0

1.5

1.5

2.0

2.0

▲1.0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6. 베트남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방사형)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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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CLMV 체제전환 성과
이 절에서는 체제전환지수 Ⅰ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에 결합한 체제전환
지수 Ⅱ를 제시하고, 각 지수로 분석한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를 비교한다.

가. 체제전환지수 Ⅰ과 체제전환지수 Ⅱ의 비교
체제전환지수 Ⅱ는 체제전환지수 Ⅰ에서 활용하는 84개 평가 항목의 점수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접목하기 위해 가중치를 주어 계산한 지수이다.
먼저, 항목별로 향후 10년간 중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이 기존의 체제전환지
수 Ⅰ의 몇 점 수준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 그다음 해당 점수와 5점(체제전환
지수 Ⅰ의 만점)의 격차만큼을 가중치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가 해당
항목에서 받은 기존 점수에 상술한 가중치를 곱하여 새로운 점수를 부여하며,
이것을 체제전환지수 Ⅱ로 정의한다. 향후 중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해서
는 중국 전문가 2명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다.

그림 4-17. 체제전환지수 Ⅱ의 계산 방식

주: a, b, c는 체제전환지수 Ⅰ의 평가 기준에서 각 항목에 대한 점수이며, d,e,f는 체제전환지수Ⅰ의 척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중국이 항목별로 목표로 하는 개혁의 수준임. 따라서 d, e, f는 1~5점 사이의 점수임. 예를 들어 만약
어떤 항목에서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체제전환지수 Ⅰ에서 부여하는 4점 정도의 수준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가중치는 5/4=1.25임. 단, 가중치와 관계없이 기존의 1점은 1점, 5점은 5점으로 최저치와 최고치를 일치시킴으로써
체제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1점 상태 혹은 이미 체제전환이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5점
상태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조정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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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가 체제전환지수 Ⅰ과 체제전환지수 Ⅱ에서 받은 점수를 비교하는 것
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이
들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곧 이들 국가의 개혁 양상이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중 ‘어느
모델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4-18]은 CLMV 각국의 체제전환지수 Ⅰ과 체제전환지수 Ⅱ의 추이를
나타낸다. 먼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을 반영할 경우 CLMV 4개
국 모두 공통적으로 EBRD식 평가 기준하에서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림 4-18. 시기별 체제전환 속도 평가(체제전환지수 Ⅰ vs. 체제전환지수 Ⅱ)
(단위: 점-5점 만점)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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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체제전환
의 수준이 EBRD에서 요구하는 체제전환의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
연적인 결과이다. 한편 1990년 전후, 즉 체제전환 초기에는 이들 지수의 격차
가 크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시간이 흐를수록 CLMV의 체제전환이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보다
는 중국식 모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베트남에서 두드러진다.
정책 목표별로 살펴보면,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정책 목표에서
체제전환지수 2에서 그래프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책 목표 중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재분배’와 ‘노동 생산성 개선’이었
다. 이는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서 이들 정책 목표에 대한 개혁 목표 수준이 낮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정책 목표의 하위 지표 항목의 개수가
적다는(각 2개씩) 지표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 목표 ‘거시경제 안정성’에서는 체제전환지수 Ⅰ과 체제전환지수
Ⅱ가 동일한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EBRD 기준의 평가지표와 중국식 국가자
본주의 모델의 지표가 같은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45) 이는 앞서 제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 체제전환의 가장 큰 목표는 점진적 체제전
환을 통한 ‘체제 안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체제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궤
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즉 양쪽 모형의 만점 수준이 5점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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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CLMV 국가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방사형)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제4장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 평가 • 115

나.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 성장
CLMV 국가는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 1980년 말
경제난에 직면하였던 CLMV 국가의 경제는 1990년 이후 지속적인 플러스 성
장세를 보였다. 1991년 미얀마의 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
면, 이들 국가의 GDP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실제로 [표 4-13]에 따르면, CLMV 국가 내에서의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적
성과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제전환지수 Ⅰ과 1인당
GDP, GDP 대비 수출입 비율, FDI 금액, GDP 총투자 비율 등 주요경제지표는
국가와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4-13. CLMV 국가의 체제전환지수 Ⅰ과 주요경제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캄보디아

체제전환지수Ⅰ 1인당 GDP

수출

수입

FDI

총투자

체제전환지수Ⅰ

1.0000

1인당 GDP

0.9763

1.0000

수출(GDP 대비 비율)

0.8110

0.7317

1.0000

수입(GDP 대비 비율)

0.7279

0.6389

0.9908

1.0000

FDI(금액)

0.9278

0.9631

0.5795

0.4782

1.0000

총투자(GDP 대비 비율)

0.7864

0.7561

0.9543

0.9435

0.5991

1.0000

수출

수입

FDI

총투자

라오스

체제전환지수Ⅰ 1인당 GDP

체제전환지수Ⅰ

1.0000

1인당 GDP

0.9940

1.0000

수출(GDP 대비 비율)

0.8168

0.7806

1.0000

수입(GDP 대비 비율)

0.8619

0.8273

0.9894

1.0000

FDI(금액)

0.8777

0.8959

0.5145

0.6153

1.0000

총투자(GDP 대비 비율)

0.7684

0.7414

0.5803

0.5681

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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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표 4-13. 계속
미얀마

체제전환지수Ⅰ 1인당 GDP

수출

수입

FDI

총투자

체제전환지수Ⅰ

1.0000

1인당 GDP

0.9490

1.0000

수출(GDP 대비 비율)

0.1412

0.2547

1.0000

수입(GDP 대비 비율)

0.1883

0.0724

0.4531

1.0000

FDI(금액)

0.4945

0.6982

0.0226

-0.1630

1.0000

총투자(GDP 대비 비율)

0.9589

0.9144

-0.1010

0.0700

0.6091

1.0000

수출

수입

FDI(V)

총투자

베트남

체제전환지수Ⅰ 1인당 GDP

체제전환지수Ⅰ

1.0000

1인당 GDP

0.9701

1.0000

수출(GDP 대비 비율)

0.9598

0.9783

1.0000

수입(GDP 대비 비율)

0.9707

0.9836

0.9912

1.0000

FDI(금액)

0.8542

0.9432

0.8829

0.9062

1.0000

총투자(GDP 대비 비율)

0.6993

0.5402

0.5006

0.5133

0.3528

1.0000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분석.

한편 CLMV 국가 간의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 성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다. 이들 국가의 주요 경제 통계를 살펴보면 체제전환지수가 보여 주는 체제전
환 성과 순위가 경제 성과 순위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먼저, 체제전환지수에 따른 체제전환의 정도를 평가하면 2015년 현재 베트
남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순으로 성과가 높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는 베트남 → 라오스 → 미얀마 → 캄보디아 순서로 나
타난다. 다른 국가들은 차치하고, 캄보디아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체제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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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CLMV 국가의 체제전환지수와 1인당 GDP 순위(2015년)
(단위: 점-5점 만점, 미국달러)

체제전환지수

국가

1인당 GDP

순위

국가

1990

2015

1990

2015

1

베트남

1.3

3.2

베트남

644

2,557

2

캄보디아

1.2

2.7

라오스

642

2,140

3

라오스

1.2

2.6

미얀마

184

1,265

4

미얀마

1.4

2.3

캄보디아

341

1,163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4-20. CLMV 국가의 체제전환지수와 1인당 GDP 추이(1990~2015년)
(단위: 점-5점 만점, 미국달러)

자료: EBRD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야별 체제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각국의 상이한 초기 조건
이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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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체제전환 이외에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① 대내 정치 상황 ② 대외 관계 ③ 국제 금융 위기(1997, 2008
년)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체제전환지수만으로 보았을 때 2015년 두 번째로
많은 개혁이 이행된 국가로 볼 수 있으나, 1인당 GDP에서는 4위를 차지하였
다. 여기에는 캄보디아의 초기 조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캄보디아
는 체제전환 전후 전쟁과 내전을 겪었으며, 경제 성장보다는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이 더 시급한 과제였을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신정부
수립 이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캄보디아의 제도적 여건은 개선되었고 WTO
에도 신속하게 가입하였으나, 열악한 초기 조건으로 인해 제도 개혁이 경제 성
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미얀마도 마찬가지이다. 1990년에는 미얀마의 체제전환지수가 라오스
보다 높았으나, 2015년에는 이 순위가 역전되었다. 또한 경제 성과와 관련해
서도 2015년 라오스의 1인당 GDP는 미얀마의 1.7배 수준이다. 이는 이들 국
가의 초기 조건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소수민족 문제(대내 문제)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대외 관계)로 인해 미얀마의 경제 개혁과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했던
탓이기도 하다. 한편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1997년과 2008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 금융위기가 CLMV 국가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었
으며,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이들 국가의 관련 제도 개혁
에도 불구하고 정량 자료와 관련된 지표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EBRD가 제시하는 체제전환지수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정량적 지표보
다는 법ㆍ제도와 같은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따라서 체제전환지수 Ⅰ만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도 개혁과 경제 성장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통해
일정한 자본이 형성된 후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개혁과 성장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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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
동남아 체제전환은 동유럽 체제전환처럼 사회ㆍ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급진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유럽과 동남아 모두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하면서 체
제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동유럽 체제전환국은
경제와 정치 체제 모두 급격하게 체제전환을 한 반면, 동남아는 시장경제의 도입
으로 경제 체제에 한하여 체제전환을 한 차이점이 있다.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는
자율성에 있다. 정부나 외부의 개입으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
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본다. 그 때문에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하는 경우 가격 자유화, 사유재산 인정, 국유 기업 민영화 등이 중요하
다.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핵심 사항만 충족한 최소한의 체제전환으로 볼 수 있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1985년부터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은
모든 분야에서 균등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전체 7대 정책 목표 중에 주로 ‘Ⅰ.
자유경쟁 시장체제 도입’, ‘Ⅳ. 거시경제 안정성’, ‘Ⅴ.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
진’ 등의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체제전환이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들
정책 목표에서 체제전환지수 4점 전후를 기록하였다. 4점 전후는 ‘세계 평균에
근접하였고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하게 갖춤’으로 평가할 수 있다. 7대 정
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거시경제(환율, 정부 부채, 인플레이션)를
안정화하여 동남아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시장경제와 유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로 미루어 동남아 국
가들의 체제전환은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그림 5-1 참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46) 경제 성장과 발전47)을 위한 환경 조성은 나중에 추
46) 베트남은 1995~2005년 동안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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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였다.48)
반면 동남아 체제전환국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나머지 4대 정책 목표는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 목표에 해당하
는 부문의 개혁은 최근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들
정책 목표에서 체제전환지수 3점 이하를 기록하였다. 이들 정책 목표는 2015년
까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마련된 상황’으로 평가
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1. 7대 정책 목표의 공통 주제별 분류

자료: 저자 작성.

동남아 체제전환의 경제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체
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루어진 경우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꼽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로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꼽을 수 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국제사회에서 최빈국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체제전환을 하였으나, 그 가운데 라오스만 체제전환이 안정적인 경
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로 정치
47)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구분하였는데, 성장은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며, 발전은 질적인 개선을 의
미한다.
48) 베트남은 2005~15년 동안 이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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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 빠르게 관계
를 개선하고 제재를 해제하였으며, 효과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체제전
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라오스는 지리
적으로 맹지(land-locked)인 한계를 안고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
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조기에 이루어졌다(1995년 미국의 원조 제한 조치
해제). 그 때문에 국제기구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외국인투자
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원인으
로는 내정 불안을 꼽을 수 있다. 미얀마는 체제전환을 조기에 선언하였으나, 군
부 독재(2010년까지 집권)로 인한 더딘 개혁, 그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지
연,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된 소수 민족 문제 등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체제전환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미얀마는 내정불안 외에도 미국과
의 관계 개선 지연도 체제전환 실패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16년 경제제재
의 대부분이 해제되었지만 미국의 금융제재는 현재(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
어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 금융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
국인 기업에는 투자 측면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대체 관계이
다 보니 국제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얀마에 대한 투자 유인
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의 전쟁 이후 더딘 전후 복구와 인재난으로 경제 재건
에 실패하였고, 제도적인 체제전환은 빠르게 이어졌지만 그것이 경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1975년 캄보디아 집단학살(크메르 루주 집단학살)로 인
해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 연립정부가 집권하였으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다. 또한 충분한 노동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였다. 양국은 내정 불안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
지 못하면서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를 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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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20~25년가량이 소요되었다.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1986년에 개혁ㆍ개방(도이 머이)을 선언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접어들어서야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경
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총 기간이 약 25년 소요되었다. 라오스도 베트남
과 유사하게 1986년에 개혁ㆍ개방(신경제제도 도입)을 선언한 이후 2010년에
접어들면서 경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총 기간이 약 25년 소요되었다. 베
트남의 1인당 실질 GDP는 1985년부터 2010년까지 611달러(1988년 기준,
2015년 미국=100)에서 1,996달러로 약 3.2배 성장하였다. 라오스도 같은 기
간 동안 559달러에서 1,586달러로 약 2.8배 성장하였다.4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동남아 체제전환은 경제 분야에 한정하여 장기간
동안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내정의 안정과 미
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 이를 기
반으로 동남아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2. 북한에 갖는 함의
동남아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을 꼽을 수 있다. 군정이 장기간 이어진 미얀마의 경우, 경제 분야 체제전환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군정의 인권 탄압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로
이어졌다.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외국인 기업도 미얀마에서
철수하였다. 군정은 체제전환 속도를 늦췄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악
화하였다.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얀마를 자금세탁 위
49)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WorkStation, “GDP per capita, real, USD, Constant prices
(2015 USA=100),” https://services.oxfordeconomics.com/data/(검색일: 2020. 11. 6). 해당
자료의 경우 1985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1988년 자료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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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국으로 분류하고 금융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이다. 내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였다. 외국인이 투자
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인프라 환경이 열악해 전력과 물류 환경이 좋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였다.
캄보디아의 제도적 체제전환은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체제전환으로 이어지
지 못하였다. 시장경제에 맞는 법ㆍ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정이 불안정하여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이 동남아처럼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한다면 전제 조건으로 내정의 안정
을 이루는 한편, 조기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정이 불
안정할 경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특구지역에 대한 발전, 물류 인프라 구축, 충분한 노동력 공급, 거시지
표 안정화를 통한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중요하
다. 그렇지 못하다면 경제적 체제전환을 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원조 제한 조치 해제를 통한 IMF, World Bank 등 국
제기구의 개발 지원, 정상교역국(NTR: Normal Trade Relation) 지위 획득,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지위 획득을
통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 등의 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친 이후에 WTO에 가입하고 세계 가치사슬(GVC)에 편입할 수 있다. 또한 관
계 개선 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국의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밀무역, 불법 자금 유통, 위조지폐 제조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이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하는 경우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제3장에서 소개한 EBRD 체제전환지표에는 크게 체제전환 기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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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EBRD 체제전환지수의 부문별 재구성

자료: 저자 작성.

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등 세 가지 부문이 있다. 여기에 정책 목표 ‘Ⅴ. 자유무
역 및 외자유치 증진’을 추가하여 재구성하면 [그림 5-2]와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를 분류하면 하나는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
속화하기 위해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하는 경우, 이 분야의 개
혁ㆍ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기본
적인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 추진한다. 우선적
으로 추진되는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은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해외에서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며, 차후에 추진되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필요한 투자 재원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경제
환경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술한 EBRD 체제전환지표의 부문을 구체화하면 [그림 5-3]과 같다. 제3장
과 제4장에서 소개한 EBRD 체제전환지표의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경제 개혁
의 방향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체제전환 기본부문’의 개혁 방향으로는 ‘가격
자유화, 사유재산 인정, 국유 기업 개혁, 은행 이원화, 노동 개혁’을 꼽을 수 있
다(나열 순서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부문의 개
혁 방향으로는 ‘외국인투자 허용, 외국인 은행 진출 허용’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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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

자료: 저자 작성.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개혁 방향으로는 ‘산업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법ㆍ제도
제정/개정, 전담기관ㆍ감독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을 꼽을 수 있
다. 공공부문은 개혁을 가장 느리게 추진할 수 있는 부문으로 대부분 전략 사업,
즉 전력, 천연자원, 철도, 도로, 수질ㆍ오수, 통신 등이 포함된다. 개혁 방향으로
는 ‘산업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법ㆍ제도 제정/개정, 국유 기업 개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이 추진해 왔던 단기적 체제전환의 경과와 추
진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제약상 모든 분야를 분석하지 않고 가
장 시급한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만 살펴볼 것이다.

128 •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먼저 가격 자유화를 보면, 북한의 가격제도는 공식적으로는 국정가격만 인
정하지만 시장(장마당)거래가격(이하 시장가격)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협동농장이나 (국영)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품의 일정 부분은 국정가격으로 거
래해야 하나, 나머지 부분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
한의 가격제는 이중가격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가격 자유화를 시행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이 형성되어 아주 기초적인 가격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에서 가격 자유화는 3단계(일반물품 가격 자유화 → 정
부 조달 분야 가격 자유화 → 전략분야 가격 자유화)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당
수 상품의 가격 자유화[정부 조달 분야 제외, 전략분야(교통 가격, 전기세, 수도
세, 천연자원 등)]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대략 3~4년 뒤에 정부조달가격을 자
유화한다. 후술하겠으나 정부조달가격 자유화는 국유 기업의 효율화와 민영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략분야는 가격 자유화 5~10년 후까지 가격 변동 상한
폭을 설정하거나, 가격 승인제를 유지하며 변동 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 자유
화를 시행한다. 정부조달가격과 전략분야의 가격 자유화를 초기에 시행하지 않
는 것은 국유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와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산업
생산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의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
해서이다.
현재 북한의 가격 자유화도 상술한 방향을 따라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해 보인다. 먼저 1단계로 민간부문의 가격은 전면 자유화하고, 공공부문의 가
격은 국정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시점
에서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가격 자유화의 초동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 물품은 대부분 시장가격으로 유통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은 농장과 기업소가 모두 국영으로 운영된다
는 점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계획(자체 목표량)한 물량
의 가격은 국정가격(또는 조달가격)으로 유통하고, 초과 생산한 물량은 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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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유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당국은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정부 조달, 전략분야)의 격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국유 기업(협동농장, 기업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하지 못할 경우
정부 부담이 가중되는데, 가격 자유화 2~3단계를 빠르게 추진하여 정부 부담
을 경감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유재산 인정은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핵심 요소이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우 모든 생산수단과 부동산의 소유권은 정부에서 가지는 대신
에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허용하였다. 개혁 초기에는 단기(10년) 사
용권을 개인과 단체(기업)에 부여하였고, 사용권의 거래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
후 경제가 안정되면서 사용권 기간을 연장(10년 → 최대 50년)하고 상업적 거
래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혁해 갔다.
현재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과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으며, 사용권은
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협동단체(협동농장, 기업소 등의 국유 기업)에만 부
여되어 있다. 다만 사용권의 거래는 허용하지 않으며, 당국의 승인을 통해 사용
권이 사회협동단체 간에 재배치된다.
북한의 사유재산 인정은 사회협동단체 간에 사용권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
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흔히 북한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 경쟁을 하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그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북한의 사회협동단체 간에 사용
권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사회협동단체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술하겠으나, 사회협동단체 간에 사유재산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사회협동단
체의 파산과 신설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유 기업을 보면, 국유 기업 개혁은 통상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
보 → 민영화 순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우선 독립적인 경영(독립적인 회계,
생산, 판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국유 기업의 설립과 파산을 허용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한다. 체제전환 초기부터 민영화 과정을 거치는데, 동
유럽은 대규모 국유 기업의 민영화와 소규모 국유 기업의 민영화를 동시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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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였으나, 동남아는 소규모 국유 기업의 주식회사화(equitization)를 먼저
추진하고 대규모 국유 기업의 주식회사화는 체제전환 10년 뒤에 점진적으로 시
행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규모가 작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소규모
국유 기업의 주식회사화는 체제전환 초기에 추진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빠르
게 개선하되, 전략분야 대규모 국유 기업의 민영화는 차후에 점진적으로 주식
회사화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민영화와 주식회사화의 차이는 소유권의 정부
나 민간 귀속 여부에 있다. 민영화는 소유권(사용권)을 사회협동단체 노동자에
게 모두 부여한 뒤 해당 노동자가 소유권을 자율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반면, 주식회사화는 지분의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투자 재
원을 조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전체 지분의 절반 이
상을 보유하여 해당 기업이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국유 기업 개혁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북한
은 현재 국유 기업 개혁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국유 기업의 신설이나 파산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유 기업의 신설과 파산, 통폐합을 허용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국유 기업이 그렇지 못한 국유 기업의 생산수단과 부
동산의 소유권(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 영향력이
적은 소규모 국유 기업을 우선적으로 주식회사화하고, 체제전환 후 10년 정도
가 경과하면 대규모 국유 기업을 점진적으로 주식회사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 이원화도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
다. 생산성 높은 국영/민영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체제
전환 초기 투자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투자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업 은행의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현재 상업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사실
은 알 수 없으나, 북한은 상업은행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일부 창
구나 지점을 개편하여 상업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나 상업은행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영/민영 은행이 담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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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한다. 담보는 미래에 생산할 재화의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지
만, 생산수단이나 부동산의 거래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으로 담보 역
할을 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북한의 상업은행 설립(은행 이원화)은 사유재산 인정, 가격 자유
화, 국유 기업 개혁과 맞물려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북한이 추
진하고 있는 상업은행 설립은 상술한 다른 분야의 개혁이 병행되지 않은 것이
므로 상업은행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은행 이원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 개혁은 특히 북한 당국에 개혁 폭이 큰 특수한 분야이다. 동남아 체제전
환국은 상당 부분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이들 국
가의 노동 개혁은 노동 교섭권을 개혁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
은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개혁의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북한에서 제공하는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아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이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하
려면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함께 기업이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을 위한 체제전환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자. 이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인 기업이 투자 재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은행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체제전환 초기에는 특구 지역에 한해 합작형태(대개 지
분율이 49% 이하)로 허용하다가 체제전환 5~10년 뒤에 특구지역에 단독 투자
(100% 지분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구 지역 투자에서 장애요
인으로 떠오른 것이 할당받은 토지를 초기 투자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할당받은 토지의 담보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동
남아 체제전환국은 초기에는 둘 다 허용하지 않다가, 체제전환 10년 이후에는
담보권을 인정하고, 15년 뒤에는 토지 사용권을 제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
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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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은 외국인의 특구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독 투자
도 허용하고 있다. 할당받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
며, 토지 담보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경우 보험
에 가입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이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개혁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
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 분야의 개혁ㆍ개방을 강조하
기보다 상술한 체제전환 기본부문, 특히 노동 개혁 부문의 개혁ㆍ개방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은행의 진출 허용은 외국인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재원 조달
을 원활하게 하도록 장려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허용하였고, 캄보디아의 경우 허용은 하되 영업점 개설을 1개소로 제한하
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자격과 건전성 기준을 국내 은행보다 외국인 은행
에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여 외국인 은행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외국인 은행 진출 허용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에 금융제재, 즉 국제 금융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어 외국계 은행이 북한에 진출하는 데 제약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이 외
국계 은행의 북한 진출을 허용할 경우, 중국이나 한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은행
이 일부 지점을 북한에 개설하는 방법으로 북한 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금융제재가 계
속된다면 외국인 기업이나 은행의 북한 진출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북한의 경우 외국계 은행의 진출보다는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 기간을 검토해 보자. 동남아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
해 보면,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의 경제 환경을 갖추는 데 최소 5~10년이
경과하여야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초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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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제전환을 한다면 초기 5~10년
동안 중소규모 외국인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사료된다.
삼성 등과 같은 대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특히 WTO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국가와
개별 협상을 통해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진출이 어렵다.
삼성은 베트남이 1986년 도이 머이로 개혁ㆍ개방을 선언하고 10년 뒤인 1995
년 베트남 호치민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 이듬해인 2008년 북부 박닌성에 휴대폰 제1공장을
설립하면서 베트남 투자를 본격화하였다. 북한도 체제전환을 하고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분야의 개혁ㆍ개방을 충실하게 이행해 간다면 체제전환 5년
뒤에는 주요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사례는 북
한의 WTO 가입 이후에야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
나 WTO 가입 자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WTO 가입 협상에는 통상 10년
의 협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북한의 체제전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북한의 체제전환 기간을 추정해 보면, 체제전환 선언 이
후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10~1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제전환 선언 이후 5년 동
안 체제전환 기본부문과 자유무역 및 유치 증진 분야를 신속히 개혁ㆍ개방하여
야 하며, 5년 이후부터는 중대규모의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낮은 단계의 투자
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제전환 10년 동안 WTO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개
혁ㆍ개방을 하여 WTO 회원국이 되어야 하며, WTO 회원국에 가입한 이후에
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전환 10~15년
뒤가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경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일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으나, 다만 북한의 개혁ㆍ개방이 미진할 경우 이 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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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
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의 두 가지 유형을 정의하고
EBRD 체제전환지표를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북한의
체제전환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선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는 체제전환 수준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여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체
제전환 수준을 북한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분석 틀을 개발하였다는 점
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또한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동남아 체제
전환 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바 체제
전환 사례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지 조사를 실
시하지 못해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최빈국 지위를 벗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인 관계로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관련 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또한 이들 국가에는 법령 자료나 연구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면담
을 통해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앞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EBRD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체제전환
만을 평가하였으나, 향후 경제적 체제전환과 정치적 체제전환을 함께 고려한다
면 한층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
정치 체제전환과 관련된 요인도 정량화하여 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면 체제전환
지수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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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al Outcom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CLMV for North Korea
Jangho Choi, Yoojeong Choi, and Halin Han

This study is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transition of the
regimes of Cambodia, Myanmar, Laos, and Viet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MV countries), which have gone through transitions,
can serve as a lighthouse for North Korea with uncertainties
surrounding on how North Korea will open its economy. The study
intend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 out of the CLMV
country’s experience. To this end, two types of transition indicators are
defined and the EBRD transition indicators are rearranged and
restructured. The outcome out of it is the ‘Transition Indicator Ⅰ’,
which is the basis of ‘Transition Indicators Ⅱ’ to evaluate the transition
in the nature of state capitalism. Based on the two indices, the transition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countries the Southeast Asia were
evaluated, followed by the identif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of the CLMV countries in Southeast Asia from perspectives
of both market capitalism and state capitalism,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identified. Finally, we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the
CLMV country’s transition to North Korea in Southeast Asia, and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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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implications for future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n Chapter 2, the definition and goals of transition are clarified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cept of transition in East Asia and that
of Eastern Europe and are examined. It sheds a light on which
perspective the authors are supposed to take when it comes to
investigating the transition of Southeast Asia. The traditional concept
of regime change and the recent one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have different goals and policy goals.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in terms of the Chinese-influenced economic development
model along with the transition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when discussing the one in North Korea.
Chapter 3 illustrates the methodology for evaluating a series of
processes at the beginning and after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Southeast Asian CLMV countries. First, the
transition indicators used by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were investigated, followed by its pitfalls. Based
on what was presented, an adjusted transition indicators as well as
5-point evaluation scale are presented to evaluate Southeast Asian
CLMV countries. Finally,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proces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Southeast
Asian CLMV countries, the chapter wraps up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hrough the lens of EBRD.
In Chapter 4, the of the CLMV state’s transition were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s of Washington Consensus and Chinese-influenced
state capitalism. First, the period and brief history of transition by
country were examined. Next, the reorganized EBRD regime
conversion index(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ansition Indicato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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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us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regime conversion of CLMV
countries. Finally, by graf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style state
capitalism to the Transition Indicator I, we examined how the outcome
of CLMV’s transition differs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 capitalism.
First, Cambodia has been at a rapid pace since 1995. As mentioned
above, the aftereffects of the long war aggravated political and
economic turmoil. However, with the withdrawal of Vietnamese troops
in 1989 and the help of the United Nations, Cambodia pushed for a series
of reforms towards a market economy. Since then, since 1995, it has
shown speedy transition, and the value of the 2015 Transition Indicator
I, which is the most recent of the analysis period, exceeds 2.5, so it can
be evaluated as the transition is in progress and some achievements
are being made.
Laos’ transition began to take place steadily from 1990. This is
because, as mentioned above, the 4th Party Congress in 1986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a market-oriented new economy (NEM) and laid the
foundation for basic policy and legal systems. Laos’ transition in 2015,
the most recent of the analysis period, has a general score of 2.6 points,
which is currently ongoing, and it can be comprehensively evaluated
as a situation where achievements have been made in some areas.
Myanmar’s transition supposedly began in earnest only after 2010.
This is because, as described above, although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was declared in 1988, the military dominated the regime until
2010, and the civilian government was launched for the first time until
2011. Between 2010 and 2015, Myanmar’s rate of transition was sharply
faster than before, but the absolute level is still low. As of 2015, the
transition in Myanmar can be assessed as “the situation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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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is in progress and some achievements have been delivered
(the value of the Transition Indicator I is 2.3 or higher).”
Lastly, the transition of Vietnam was promoted in earnest from 1995,
and in 2010, a certain section was completed. It can be assessed that
the transition was in earnest in the 4th stage of transition.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based on the Transition Indicators
Ⅱ, which reflects the evaluation criteria of Chinese-infulenced state
capitalism, all CLMV countries received higher scores than those under
the EBRD standard. It was also confirmed that as time passed, the
CLMV’s transition was closer to the Chinese model tha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relativel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formance of the transition proces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within the country, but different results
were drawn in the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This stemmed from
the differences in internal and external surroundings they are facing
such a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sanctions.
Chapter 5 derives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ransition for North Korea. Countries in transition
in the Southeast Asia can be evaluated as export- and foreign-directinvestment-driven economy since 1985. Vietnam and Laos are cases
where its transition led to positive economic outcomes whereas
Cambodia and Myanmar are the ones that failed to do so. When there
was political stability and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ttled, the economic performance was notable while the
transition was still on-going.
The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 in the Southeast Asian regime for
Nor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stability with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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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pai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re prerequisites
for North Korea’s successful transition. Second, it is more efficient to
prioritize the systemic change of certain areas first rather than to
change the whole system one by one. If the goal is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t is appropriate to prioritize the transition
to an export-oriented foreign-investment-driven system, and to create
the fundamentals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later.
Estimating the time to transition of North Korea is expected to take at
least 10 to 15 years for foreign companies to start businesses within the
country and generate economic outcomes after the announcement of
transition.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transition in the future and
to select tasks to be pursued at each stage. In particular,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has developed an analysis framework
that can quantitatively compare the level of transition in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with North Korea by 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level of transition. In addition,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transition in Sou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 capitalism
has never been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and it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horizons of transition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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