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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ASEAN 지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주요 교역 대상
국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교역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
히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FTA 대상국으로 2007년 한·ASEAN
FTA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과 투자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ASEAN 시장은 우리나라에게 주로 생산시장으로서 중요했
다. 하지만 최근에는 ASEAN 국가들의 빠르고 견실한 경제성장과 한
류의 확산 등으로 인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비시장으로 그리고 새
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에서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다. 6억 명의 인구와 젊고 풍부
한 생산가능인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건비, ASEAN 시장에 대
한 긍정적인 시장 전망 등 때문에 ASEAN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시장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남방정책은 2016년 기준 약 1,200억 달러 수준인 양자 간 교역액을
2020년까지 대중국 교역 규모에 육박하는 2,000억 달러 규모로 달성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에너지, 교통, 수자원, 스마트 정보기술
등 4개 분야를 중심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한
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ASEAN이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배
경과 상이한 국가 발전 정도를 지닌 10개 국가로 이루어져있다는 점
에서 ASEAN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전략

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함
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SEAN 후발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
얀마, 베트남 그중에서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관계가 빠르게 확대
되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ASEAN의 맹주 역
할을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ASEAN 후발 국가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특히 캄보디아와 베트남
을 중심으로 양자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캄보디아
와 베트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생산네트워크 강화라는 전제
아래 양자 간 경제협력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체제 전환국으로서 아
직까지 많은 국가적 위험 요소가 있는 이들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
고, 무역을 위한 원조 자금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반을 지
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과 국가/민간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경제협력 강화라는 주제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추후 ASEAN 여타 국가에 대한 연구 혹은 산업별 경제협
력 방안과 같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이행에 도움이 되
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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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참여
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최근 견고한 경제성
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CLMV 교역도 2010년 105억 8,000만 달러이던 수출이 2015년에는 292
억 5,000만 달러로 무려 176.6% 증가하였으며, 수입 또한 35억 5,000만
달러에서 105억 6,000만 달러로 무려 197.0% 급증하였다. CLMV 국가
들이 보유한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역
내 생산네트워크 확립에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CLMV 국가 중,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양자·다자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GVC(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의 확산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동시에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지니고 있는 국가위험
도(Country Risk) 분석을 통해 한국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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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먼저 역내 생산 가치사슬의 확산을 살펴보기 위해
OECD TiVA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국의 총수출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
펴보고 있다. 베트남의 1995~2011년 총수출 부가가치 추이를 살펴보
면 총수출에 체화된 부가가치는 1995년 69억 7,000만 달러에서 2011
년 955억 6,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
쳤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고, 베트남이 새
로운 생산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급속한 성
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수출 체화 부가가치 규모나
성장 속도에 있어 베트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
아의 1995년 수출에 체화된 부가가치의 규모는 약 10억 3,000만 달러
로 베트남의 1/6 수준이었으나 2011년 수출 부가가치는 약 69억 1,000
만 달러로 베트남 수출 부가가치의 1/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비록
부가가치 규모에서는 베트남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성장
률에서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위험도의 경우 캄보디아가 베트남보다 등급이 더 낮아 국가위
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국가위험도 차이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평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위험
도 분류에 따른 각각의 평가 요소들에 대해 모수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치·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지표 중 대외 거래 지표들,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가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내는 변수들이었다. 특히 경제적 위험 중 대외 거래 지표
들은 외환 보유고와 함께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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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패지수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베트남보다는 캄보디
아의 부패가 더 심각해 향후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대외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 요소별 모수 검정 결과를 토대
로 판별 요인 분석을 통해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를 가장 잘 나타
내는 요인들을 추가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정치·사회적 위험 지
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 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인 외환 보유액/월평균 수입이 캄보디아와 베
트남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캄
보디아가 국가위험도를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장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외환 보유고 증대를 통한 외
채 상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또한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 유지 및 향후 무역 규모 등을 고려해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지적처럼 외환 보유고 증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fT가 수원국의 수직적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면서 AfT가 수원국의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15개 AfT 공여국과 130개 수원국 간의 양자 간 AfT 자료를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AfT는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를 촉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비교적 소
득이 높은 중고소득국에 한정되어 나타났으며 비교적 소득이 낮은 저
소득국과 중저소득국에서는 AfT가 수직적 특화를 확장하는 데 유의
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국의 인적자원의 결여가 주 원
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인적자원이 풍부한 중고소득 수원국들의 경우
AfT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저소득국과 중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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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국의 경우 인적자본이 갖춰지지 않아 AfT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의 개선 및 무역 증가 효과가 수직적 특화 과정의 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베트남,
캄보디아와의 GVC 강화를 위해서 무역을 위한 원조 자금 확대를 통
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각국의 생산 역량을 강화
하고 통관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
부의 각종 규제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한 지
원은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과 GVC를 위한 교역 증대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국의 산업정책이나 국가 발전 전략
등과 우리나라의 필요가 공통되는 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공동
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를 위해 상호 간 인
적 교류 확대를 통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제1장
서 론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참여
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최근 견고한 경제성
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2010~2015년 연평
균 GDP(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은 각각 7.0%, 8.0%, 6.0%,
7.7%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CLMV 교역의 경우에도 2010년
105억 8,000만 달러이던 수출이 2015년에는 292억 5,000만 달러로
무려 176.6% 증가하였으며, 수입 또한 35억 5,000만 달러에서 105억
6,000만 달러로 무려 197.0% 급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
점에서 볼 때 CLMV 국가들이 보유한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 확립에 있어서 전략적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이창근, 2017). 이와 함께 CLMV 국가들이 포함된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또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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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LMV 국가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 외에 외교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LMV 국가들
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동시 수교 국가로서 북한의 동아시아 외교 거점
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태평양 경제권에서의 무역 질서
를 둘러싸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CLMV
국가들은 주요 참여국이자 우리나라의 포괄적 협력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및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가장 중요한 지리
적 요충지이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CLMV 국가 중,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양자·다자간 협력을 확대
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 GVC(글로벌 가치
사슬, 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의 확산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동시에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지
니고 있는 국가위험도(Country Risk) 분석을 통해 한국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OECD가 제공하는 수출 부가가치(Trade in Value
Added, TiVA) 데이터를 활용하여 1990년대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국
제분업구조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국가별 GVC의 심화 정도를 살
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과의 협력 증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포괄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해당 국가들
의 국가위험도를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교역 확대, 이들 국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충, 외교적 우호 관계 구
축 등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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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의 거시경제 현황 및 한국과의 교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제3
장은 GVC의 현황을 살펴보고 베트남·캄보디아 GVC의 변화를 OECD
TiVA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캄보디아
의 국가위험도 분석을 통해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기업활동뿐 아니
라 정부 간의 협력에 고려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
5장은 무역을 위한 원조와 수원국의 생산 분화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
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2장~제5장의 내용을 기초
로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
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7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기
술하고 있다.

제2장
베트남·캄보디아 경제 현황 및 양자 관계

1. 베트남의 경제 현황과 한ㆍ베트남 관계
베트남은 활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
슬(GVC)과 국제적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에 빠
르게 편입 중이다. 전기·전자와 섬유·의류 등의 산업 분야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매년 2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고 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쇄신) 노
선 채택 이후 개혁·개방 체제를 강화하고, 최근 RCEP(역내포괄적경
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이
하 TPP) 등 메가 FTA 참여도 적극적이다. 비록 미국이 TPP를 철회하
면서 베트남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TPP 가입 과정
에서 내부적으로 투명성의 개선 효과를 누렸다.
2017년 상반기까지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7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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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같은 기간의 성장률인 +5.52%를 웃돌았다. 분기별 추이를 보면
2분기에 +6.22%로 다시 6%대를 회복하고 전기 수준으로 성장률이 회
복하는 등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수출 호조와 개인 소비의
견고한 확대가 베트남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가 증가하면서 상업 및 서비스업도 같이 성장 중에 있다. 2017년 베
트남 정부가 수립한 성장 목표인 +6.7%의 달성은 다소 어려워 보이
지만 전년 실적 +6.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단기 위험 요인은 개인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높은 인플레
이션 가능성과 인프라 투자의 걸림돌이 될 재정 적자와 부실 채권 문
제 등이다. 장기 위험 요인으로는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국유 기
업의 개혁 지연 문제와 함께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의 부재로
인해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의 대외 개방은 1986년 도이모이 후 1995년 ASEAN 가입,
1998년 APEC 가입, 2000년 미국과의 항구적 무역 관계 정상화, 2007
년 WTO 가입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본격적으로 참여하
기 시작했다. 현재 베트남은 ASEAN 경제성장을 주도할 국가로 성장
했으며, 한국, 일본, 칠레 등과 양자 간 FTA도 체결하였다. 2018년 발
효 예정인 베트남·EU FTA는 철회된 TPP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누적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 투자 지역이다. 또한 한국이 가장 많은 ODA를 공여하는
국가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ASEAN 10개국 가운데 한국과 가장 긴밀
한 경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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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경제 현황
베트남 경제는 외국인 투자기업 주도로 생산 및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
는 개인 소비가 제조업과 상업, 서비스업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6%대
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73%로 전년 동기 실적 +5.52 %를 웃돌았다. 분기별 움직임을 보
면 2분기 +6.22%로 다시 6%대를 회복했다. 베트남의 예년 성장률은
연말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면 전년의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2분기 산업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스마트폰이나 전자 기
기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제조업이 +2.72%포인트 증가했고, 이 같
은 실적은 전체 성장률을 견인했다. 또한 개인 소비는 상승세를 반영
해 소매업(자동차 판매업 포함)이 +0.86%포인트 증가했고, 호텔·외
<그림 2-1> 베트남 실질 GDP(공급 측) 성장률 추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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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 :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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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베트남·캄보디아 경제 현황 및 양자 관계

23

식이 +0.46%포인트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에서 동 기간 +2.89%포인
트 증가했다. 기타 건설업이 +0.58%포인트, 농림 수산업이 0.37 %포
인트로 다소 저조하고, 광업 및 채석이 -0.53 %포인트 6분기 연속 마
이너스가 된 것을 제외하고 광범위한 산업에서 회복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
실제로 광공업 생산의 움직임을 보면, 특히 제조업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8% 생산이 증가해 전 분기의 8.3%를 추월했다. 주요 품
목의 움직임을 보면 통신기기(22.2% 증가), 가전제품(16.5% 증가), 전
자 부품(10.5% 증가) 등 전기·기계 부문의 높은 성장이 눈에 띈다. 그
외에도 의류(14.4% 증가)와 신발(7.6% 증가) 등 주력 수출품을 중심
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TV의 조립 대수는 상반기 누계로 전
년 동기 대비 40.1% 증가한 488만 7,000대로 불과 반년 만에 2년 전의
연간 실적(542만 5,000대)에 육박하는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
국 삼성전자가 발화 사고로 노트7 등 주력 스마트폰 기종을 회수함에
<그림 2-2> 텔레비전 생산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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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휴대전화 생산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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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작년 가을부터 침체했던 휴대폰 생산 대수도 올해 상반기 누계
로 볼 때 0.9% 증가해 전년 실적 수준인 1억 대로 돌아갔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2015년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중
국, 일본, 한국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표 2-1> 참조). 2001년까지는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 일본이었으나 2006년 미국과 항구적무역정
상화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를 수립하고, 2007년 베
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미국
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2017년 2월 베트남과 미
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하는 TPP가 타결되면서 베트남의 대미 수
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었지만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미국의 탈퇴
로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2>는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 추이를 나타낸다. 베트남은
2015년 중국, 일본, 한국, 대만으로부터 약 1,000억 달러 상당의 상품
<표 2-1>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 추이(2010~2015)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명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홍콩
독일
UAE
네덜란드
영국
말레이시아

1995
169.7
361.9
1,461.0
235.3
256.7
218.0
79.7
74.6
110.6

2000
732.8
1,536.4
2,575.2
352.6
315.9
730.3
23.8
391.0
479.4
413.9

2005
5,924.0
3,228.1
4,340.3
663.6
353.1
1,085.5
121.6
659.2
1,015.8
1,028.3

자료 :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접속일 : 2017.3.5).

2010
14,238.1
7,742.9
7,727.7
3,092.2
1,464.2
2,372.7
508.3
1,688.3
1,681.9
2,093.1

2015
33,725.0
16,868.4
14,189.1
8,923.3
6,953.0
5,743.4
5,697.5
4,793.4
4,667.4
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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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 추이(2010~2015)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중국
20,203.6 24,866.4 29,035.0 36,886.5 43,710.6 50,326.5
2
한국
9,757.6 13,175.9 15,535.4 20,677.9 21,763.2 27,600.4
3
일본
9,016.1 10,400.7 11,602.1 11,558.3 12,925.8 14,416.0
4
대만
6,976.9 8,556.8 8,534.2 9,402.0 11,079.2 11,027.7
5
태국
5,602.3 6,383.6 5,791.9 6,283.4 7,092.8 8,327.7
6
미국
3,766.9 4,529.2 4,826.4 5,223.8 6,296.8 7,700.3
7
싱가포르
4,101.1 6,390.6 6,691.0 5,685.2 6,838.9 6,071.2
8 말레이시아 3,413.4 3,919.7 3,412.0 4,095.9 4,207.4 4,159.1
9
독일
1,742.4 2,198.6 2,377.3 2,954.0 2,619.9 2,760.0
10 인도네시아 1,909.2 2,247.6 2,247.4 2,367.4 2,493.8 2,754.8
자료 :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접속일 : 2017.3.5).

을 수입했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자본재 수입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이
해된다.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약으로 수출은 꾸준
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분기 수출(통관 기준, 달러)은 전년 동기 대
비 22.3% 증가했다. 1분기에 전기 대비 15.1% 증가한 점을 고려하
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에
-6.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던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화 및 부
품(2016년 베트남 수출 점유율 19.4%)이 35.2%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
을 견인하였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을 중단하면서 2016년 가을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4월
부터 신기종이 출시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컴퓨터·
전자 부품(점유율 10.7%)이 44.0% 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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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제품별 수출 동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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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 : 전년 동기 대비

있고, 봉제·의류(점유율 13.5%)가 6.9% 증가, 신발류(점유율 7.4%)
도 12.5% 증가하는 등 주력 수출 품목이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확대
했다.
한편, 2017년 2분기의 수입액(통관 기준, 달러)은 24.1% 증가해 1
분기에 24.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되었지만, 수출을 웃도
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기계 및 부품(2016 년 수입시장
점유율 16.3%)이 39.6% 증가했고, 컴퓨터·전기기기(점유율 16.0%)
가 38.3% 증가로 주력 제품의 생산·수출 증가를 반영해 매우 높은 성
장세를 보였다. 2분기 무역수지(통관 기준)는 8억 5,000만 달러 적자
를 기록했다. 수입 증가가 둔화한 반면에 수출 증가가 가속한 결과 전
분기 19억 4,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지
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이 부재해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기계
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적인 문제는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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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수출입 무역수지
(10억 달러)

60

4
3

40

2
20

1

0

0
-1

-20

-2
-40

-3
-4

-60
1/4

3/4
2010

1/4

3/4
2011

1/4

3/4
2012

1/4

3/4
2013

수입

1/4

3/4
2014

수출

1/4

3/4
2015

1/4

3/4
2016

1/4

3/4
2017

무역수지(우)

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 : 전년 동기 대비.

한편 물가가 안정되면서 실질 구매력은 향상되었다. 구매력 향상
은 견실한 개인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베트남에서 개인 소
비 증가는 고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개인 소비의 움직임에
대해 소매 판매(호텔·레스토랑, 서비스·여행 포함) 부문을 보면 2분
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해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
<그림 2-6> 소매 판매 추이
18

<그림 2-7> 자동차 월별 판매 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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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기록했다. 상품 판매가 14.7% 증가해 전 분기의 4.9% 증가에서
크게 성장을 보인 것 외에도 호텔·레스토랑(26.1% 증가)과 서비스·
여행(14.9% 증가)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2017년 자동차 판매는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차 판매
대수(승용차, 트럭의 합계) 추이를 보면 2016년 12월 29만 2,000대를
정점으로 2017년 1월 19만 6,000대, 2월 17만 1,000대까지 급락했다.
3월 말 잠시 회복했지만, 최근 7월 19만 3,000대로 다시 떨어지고 있
다. 베트남은 향후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의 고성장이 계속되었다면 월 30만 대까지 판매가 예상되었지만,
현재 20만 대 초반까지 추락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AEC(ASEAN 경
제공동체)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은 2018년부터 ASEAN 역내의 관세
를 철폐할 예정이므로 수입차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최
근 자동차 내수 판매 부진은 이러한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투자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 국제기구나 일본, 한국 등 개발원조 확대에 힘
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해외 직접투자(FDI)도 순조롭게 증
가하고 있다. 2017년 7월까지 누적 FDI(등록 기준)는 129억 달러로 전
년 동기 87억 달러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FDI
유입은 빠르게 증가 중이며, 이미 2016년 연간 실적 152억 달러를 기
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업종별로 전력 부문에 53억 달
러(전년 동기 1,000만 달러), 광업 부문에 13억 달러(전년 동기 0달러)
등 두 업종의 급증이 눈길을 끈다. 또한 국가별로는 일본이 48억 달
러로 전년 동기의 5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의 투자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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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해외 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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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 : 전년 동기 대비.

2017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확대를 견인하였다.
최근 7월 소비자물가지수(종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5%로
전월(+2.5 %)과 동일했다. 2016년 의료비 인상과 교육비 상승 등으로
인해 2017년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2%까지 상승했지만, 물가지
수 산출에서 가장 큰 구성비(약 36%)를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이 4월
이후 전년보다 하락해 정부 목표인 +4.0%를 3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
<그림 2-9>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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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 : 전년 동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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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도 낮은 2%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베트남 경제는 공급 측면에서는 스
마트폰을 비롯한 전기·기계의 생산·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인플레이
션의 안정을 배경으로 수요 측면에서 개인 소비가 크게 확대하면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 호조를 반영하여 주가도 상승세에
있다. 호찌민 증권거래소가 산출하는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베트남
VN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진일퇴하면서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지만, 2016년 이후 정치적 안정과 국내 기업의
실적 호조 등을 바탕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8월에는
200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2016년 가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회수하는
등 특수 요인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2017년 1분기는 주력인 전기·기
계산업의 호조 덕분에 전년을 웃도는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다.
2017년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률 목표치인 전년 대비 +6.7% 달성은 다
소 어려워 보이지만 전년 실적(+6.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그림 2-10> VN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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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 : 2000년 7월 28일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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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내년에도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 총리가 2018년
실질 GDP 성장률 목표를 전년 대비 +6.4~6.8%로 정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실제 기획투자부가 총리 지시를 2018년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정
비 등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점과 정부가 경제 운영을 관리하
는 베트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017년보다 높은 성장률 목표를 달
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단기 및 중
장기 경기 침체 위험 요인으로는 먼저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기
후변화에 따른 흉작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고, 베트남 동화(VND)
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소비 확대의
원동력이었던 소비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기 위험 요인으
로는 재정·금융 정책상의 제약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의 재정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성적인 적자가 고착화된 상태이다.
이미 정부 부채는 채무관리법에서 정하는 상한인 65%에 육박하고 있
다. 이러한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정부 보증의 부여 정지 등을 통해 인
프라 투자 지연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외관상 금융기관의 부실채
권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불량 채권 처리를 위해 설치한 국가채권
매입회사(VAMC)가 임시방편일 뿐 최종 처리는 진행하지 못할 것으
로 보인다. 처리되지 않은 부실채권이 남아있게 되면 결국 금융기관
의 대출이 제한되고 민간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베트남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따라서 첫 번째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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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사항은 국유 기업 개혁의 지연이다. 실제로 2017년 상반기 주
식회사화(민영화)된 기업 수는 19개 사에 그쳐 2017~2020년 사이에
137개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목표는 시작 단계부터 부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전환 후 주식 매각은 진행되지
않고, 대부분의 주식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는 등 경영 효율화와 재정
부담 경감 등 국유 기업 개혁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중장기적 위험 요인은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발전의 지
연이다. 베트남은 주로 중국에서 원자재와 기계를 수입해 가공 조립
후 완제품 형태로 서방 국가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수출을 늘리려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면 원자재와 기계 수입도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무역수지 흑자 구조가 정
착하기 어렵다.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은 지원 산업의 깊이가 부족하
다는 베트남 경제의 약점 때문이다.

(2) 한ㆍ베트남 양자 관계 현황
1) 교역 부문
양국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ASEAN FTA, 한·베 FTA 등의 체결은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다. 양국 간 교역은 아시아 금융 위기 이
듬해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 기간 연평균 약 20%의 수출 증가율
과 약 25%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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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힘입어 2015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이자 수입국, 4
대 수출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홍콩을 제외하면 3대 교
역국)인 동시에 4대 수출국(수입 2015년 10위 → 2016년 8위)이 되었
다. 2016년 말,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326억 달러, 수입은 125억 달
러를 기록해 2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한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베트남 투자 진출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하면
서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한·ASEAN FTA 타결, 베트
남·EU FTA 타결, TPP 가입 이외에도 다양한 양자 및 다자 FTA 체결
은 베트남의 개방 추진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7년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과 2015년 말 한·베트남 FTA 발
효는 양국 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2007년과 2015년 각각 47%와 23%의 대베트
남 교역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베 수교 이후 연평균 교역 증가율이
20%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과의 두 차례의 통상협정 체결은 분
<그림 2-11> 한국과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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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그림
2-12> 참고). 또한 2007년 1월 WTO에 가입한 베트남은 상품 수입관
세 인하 및 각종 보조금을 철폐하고,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등 각종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22.4%였던 전년 대비
대세계 교역액 증가율은 WTO 가입 이후인 2007년에는 31.4%를 기록
하였다(<그림 2-13> 참조). 대한국 교역액 증가율도 2007년 38.6%로
전년 증가율인 11.6%를 상회하였다.
<그림 2-12> 한국의 교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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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한국의 대베트남
생산공정별 수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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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한국의 대베트남
생산공정별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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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최종재·소비재

자료 : UN Comtrade(검색일 : 2016.12.28).

한국은 주로 중간재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은 최종재를 한국
에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그림 2-14>과 <그림
2-15> 참조). 한편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2010년 이후 중간재 가
운데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의 대한국 수
출은 최종재와 소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투자 부문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FDI)를 꾸준
히 늘리고 있다(<그림 2-16> 참조). 2007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WTO
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무려 118% 증
가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전년보다 43.9% 증가하여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6년 기준 베트남은 미국, 중국, 케
이만군도에 이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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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 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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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7.2.22).
주 : 투자금액은 집행액 기준이며, 2016년은 4분기 비금융기관의 역외금융 투자 실적은 자료
입수 시차 관계로 미반영.

남으로 투자가 쏠리는 이유를 낮은 노동비용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 베트남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베트남으
로 유입되는 직접투자액도 2006년 41억 달러에서 2015년 125억 달러
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서 한국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9.5%로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2. 캄보디아 경제 현황과 한ㆍ캄보디아 관계
(1) 캄보디아의 경제 현황
캄보디아 경제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
하고 있다. 주요 산업인 봉제업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호조 속에서 건
설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경기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소득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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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으로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커지면서 부유층과 중산층을 대상
으로 한 외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상
승과 경쟁 심화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전력 부족은 캄보디아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
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일본의 타이 플러스 원 전략에 의
한 단기적 투자 증가가 캄보디아 경제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
닐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혼란
이 예상되며, 특히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럽이 경제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인도차이나반도의 소국
이다. 최근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가 정비되면서 이웃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메콩 지역 내에서 일본 기업의 최대 집적
지인 태국으로부터 노동 집약적인 생산공정을 분산하는 소위 ‘Thai +
One’ 전략의 대상지로 캄보디아는 인근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주목
을 받아왔다. 2011년부터 실질 GDP 성장률은 6년 연속 7% 이상의 고
성장을 지속 중이다. 공급 측면의 견인차는 주요 제조업인 봉제업, 외
자 주도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건설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다.
반면 노동자의 약 60%가 종사하는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와 낮은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한 가계 소비의 확대가 고성장의 가
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유가 하락과 온난화 등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4%대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1~2년은 대체로 2~3%대의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 중이다. 한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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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실질 GDP(공급 측) 성장률
(기여도, %)

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 : 전년 동기 대비.

<그림 2-18> 실질 GDP(지출 측) 성장률
(기여도, %)

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 : 전년 동기 대비.

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가계의 구매력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임
금이 상승하면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부유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에 프놈펜의
중심 시가지에 쇼핑몰 1호점을 개업한 이온은 현재 제2호점을 교외에

제2장 베트남·캄보디아 경제 현황 및 양자 관계

39

<그림 2-19>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 :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중인데 다른 소형 슈퍼의 개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1) 또한
대형 외식 체인의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크리스피 크
림’과 햄버거 ‘칼스 주니어’, 일본의 불고기 체인 ‘규 카쿠’ 등이 각각
1호점을 열었다.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판매 대리점인 스타오토는
2017년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약 5배인 100대로 삼고 있다. 이처럼
최근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캄보디아 진출은 이들의 캄보디아의 소
비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봉제산업은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
으로 현재 개발도상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이용하여 구
미 등 선진국에 의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 대만 등의
외자 기업이 약 700개의 봉제 및 신발 공장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
며,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들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2016년
1) 이온은 소형 슈퍼 1호점을 3월에, 2호점을 5월에 각각 개업했으며, 올 가을에는 3호점을 개
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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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수출 목적지 분포(2016)
아시아 신흥국
(중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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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주:전
 년 동기 대비.

수출 목적지 분포를 보면 미국 수출이 20.1%로 가장 높았지만, 2011년
에 EU가 GSP 적용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한 이후 대EU 수출이 급증하
였다. 그 결과 EU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38%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에 대중국 수출은 5.2%(홍콩을 더해도 7.2%)에 불과해 중국 수출의 침
체가 경기 침체와 바로 연결되는 다른 ASEAN 국가와는 구별되는 경
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GSP 적용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비해 인건
비가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다. 일본 JETRO의 조사에 따르면 프놈펜
작업자(일반 기능공)의 평균 임금은 월 175달러로 태국 방콕의 338 달
러와 베트남 호찌민의 214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봉
제업에만 적용되는 최저 임금의 빠른 상승은 향후 캄보디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 부가가치가 낮은 봉
제 산업의 특성상 캄보디아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
얀마(근로자 평균 임금 124 달러/월)와 방글라데시(근로자 평균 임금
2) 2017년 153달러/월(전년 대비 9.3% 상승)에 노사정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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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별 평균임금 비교
단위 : 달러/월

작업자(일반 기능공)
338
214
175
140
124
111

방콕(태국)
호찌민(베트남)
프놈펜(캄보디아)
비엔티안(라오스)
양곤(미얀마)
다카(방글라데시)

법정 최저임금
215
169
153
110
66
70

자료 : JETRO 자료 가공(https://www.jetro.go.jp/world/search/cost_result?countryId%5B%5D=8
00&countryId%5B%5D=1100&countryId%5B%5D=1300&countryId%5B%5D=1800&countryId
%5B%5D=2000&countryId%5B%5D=2200; 검색일 : 2017.9.20).

111달러/월)는 향후 캄보디아의 유력한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
다. 실제로 저자가 캄보디아에서 방문한 업체의 경우, 진출 당시 예
상을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캄보디아에서 철수를 결정하기
도 하였다. 현재 캄보디아 봉제업은 저임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유지
하고 있지만, 향후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주할 만큼 기
술력 향상을 통해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림 2-21> 경상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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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재정수지 추이
(%)

-5

-1,000

-6

-2,000

-7

-3,000

-8

-4,000

-9

-5,000

-10

-6,000

-11

-7,000

-12

-8,000

-13

-9,000

-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상수지

GDP 대비

1,000
5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10억 리엘)

(%)

1
0
-1
-2
-3
-4
-5
-6
-7
-8
-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정수지

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2017.8.10).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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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무역수지 적자가 일상화되어있다. 주요 산업인 봉제
산업은 생사 및 섬유 등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가공만 하고 있
고, 생활에 필요한 석유 제품과 기계·차량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
다.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수지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
만,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
자를 무상 원조 자금과 차관,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으로 보
전한다. 경상수지 적자 금액은 실제 6조 리엘(Riel)대 후반으로 적지
않지만, GDP 대비 2013년 -13.0%에서 2016년은 -8.3%로 축소되는 등
최근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 수지도 경상수지처럼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
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수단이었던 해외 개발원조 자금은 동시에 재정
적자 보전에도 활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의 발표에 따르
면, 2016년도 (1~12월) 재정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으며, 경상수지 적
자 폭의 감소와 함께 캄보디아 경제가 자립의 길로 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개발원조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도로
와 교량, 수력발전 등의 인프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림 2-23>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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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개발원조 자금 유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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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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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여행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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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국별 외국인 여행자 수(2016)

(%)
50
기타
21.1%

40
말레이시아
3.0%

30

베트남
19.1%

프랑스
3.0%

20
10

영국
3.2%
호주
2.9%

0
-10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2010

2011

2012
관광객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16.6%
태국
한국 라오스 7.9%
7.1% 7.4%

일본
3.8%
미국
4.8%

비즈니스 방문객

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2016년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50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관광객
의 감소를 비즈니스 방문객 증가가 상쇄하고 있다. 2016년 국가별 점
유율은 베트남이 19.1%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6%, 태국 7.9%, 라오
스 7.4% 등 미얀마를 제외한 대메콩(Great Mekong River) 지역의 회
원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다시 관광객이 증가세를 회복하
고 있지만, 주요 관광자원은 세계유산에 등록되어있는 씨엠립의 앙코
르와트뿐이며, 관광업의 발전에 새로운 관광 명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해외 직접투자는 중국과 홍콩 기업이 주요 투자자로 기존 봉제 업
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피스 빌딩과 콘도 등 부동산 부문으로 확
대되고 있다. 일본 기업은 프놈펜 특별수출구역(Special Export Zone,
SEZ) 등 경제특구의 봉제업뿐만 아니라, 전자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구에 대한 투자 이외에 일본 기업
의 투자는 적었지만, 2016년 처음으로 전체 국가별 투자 승인액(경제
특구 이외)에서 1위에 올랐다. 주요 투자 건으로는 A2A 타운 복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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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건설(5억 2,200만 달러), 이온 몰 2호점 건설(2억 1,100만 달러), 스
타쯔호텔 건설(3,100만 달러) 등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 경제는 당분간 봉제품 수출과 관광 수입, 인프라 및 부동
산 부문에의 투자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으로 주변국에 대한 우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산업구조를 고도화 또는 고부가가치화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캄보디아 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의 걸림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전기 요금과 전력 부족 문제이다. 캄보디아 내 발전
소는 발전 규모가 작아 만성적으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
라서 전력을 남부 지방은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고, 북쪽 지방으로
는 태국과 라오스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력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고, 수력발전을 위한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
니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발전 능력을 확충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그림 2-27> 국내 발전량 및 국별 수입 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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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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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정비 지연을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제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다. 봉제업도 전력 소비가 많은 생사와 섬유 등 상류 공정
(upstream)은 캄보디아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둘째, 산업 인력의 부족이다. 총인구 자체가 1,500만 명 정도라 노
동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령 구성을 보면, 1975년 쿠데타 이
후 폴 포트 정권(~1979년)이 자행한 숙청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출생
수가 급감해 장년층(35~39세)이 부족하다. 정상적인 인구구조에서는
이들이 관리직과 기술직의 주력을 담당해야 하나 수적으로 너무 적다
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과 기업 연수를
통해 빠르게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외부 요인으로 일본이 추진한 ‘Thai+One’ 전략의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태국에서 이탈한 일본 기업이 캄
보디아의 산업 고도화를 밀어주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태국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면서 태국 내 생산거점에서 여력이 발생함에 따라 캄보
<그림 2-28> 연령 계층별 인구구성비(2015년 남성)
(%)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0

2

4

6

8

10

자료 : CEIC(https://www.ceicdata.com/en, 검색일 :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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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와 라오스 등 주변국에 위성 공장의 신설을 줄이고 있다. 또한, 태
국 거점 공장에서 자동화가 진행되어 노동 절약형 생산 설비가 구축
되면서 ‘Thai+One’ 전략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은 캄보디아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2018년 총선이 예정되어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
당이 여세를 몰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국 혼란이 계
속되고 있다. 2017년 6월 초에 실시된 집단(지구)협의회 선거(지방선
거)에서는 구국당(CNRP) 등 야당 세력이 1,646개 행정구역의 약 30%
인 500개 이상의 지역에서 평의회 의장 자리를 획득하는 등 대약진을
이루었다. 한편, 선거 전 집권 인민당(CPP)은 행정구역의 90% 이상에
서 의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현재 70% 정도
로 크게 쇠락했다. 이는 30년 이상 장기간 군림하고 있는 훈센 총리 및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 되었다. 또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종사
하고 있는 농림어업의 노동자 임금이 경제성장을 실감할 수 있을 만
큼 상승하지 않아,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여당 고전의 한 원
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8년 7월에 하원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지
방선거의 여세를 몰아 정권 교체가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현재 봉제업에만 적용
되는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법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도입된다면 2018년 임금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임금 상승으로 성장 동력의 하나인 외투 자금
의 유입이 줄어든다면 직접투자에 의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끊
어져버린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은 UN을 통해 캄보디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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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불안과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
으면 선진국이 경제제재를 부과할 위험성이 있다.

(2) 한·캄보디아 양자 관계
한국은 1950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독립한 캄보
디아를 국가로 승인하였다.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는 1962년 영사
관계를 수립하면서 영사관을 처음 설치하였으나 외교적 마찰로 인해
1967년 총영사관을 폐쇄하였다. 1970년 공식 외교 관계 체결 이후 크
메르루즈 정권이 1975년 수립되면서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한국
은 1997년 캄보디아와 재수교하였고, 현재 양국은 외교·경제 분야에
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1월 한·ASEAN FTA 상품협
정을 발효하였고, 이는 양국 간 교역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12월에는 EDCF 기본 약정을, 그리고 2009년 6월에 무상원조
기본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2009년 10월과 11월에 각각 한·ASEAN
FTA 투자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발효하면서 양국 간의 경제 관계가 더
욱 긴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은행 지급결제
현대화사업 양해각서, 상표분야 협력 양해각서, 청년 예비창업가 활
성화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물적 인적 교류의 틀
을 형성하였다.
1) 교역 관계
ASEAN 후발 참여국인 캄보디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48

한·CLMV 생산네트워크 강화방안 연구

정식 수교를 체결한 후 양자 간 교역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
다. <표 2-4>는 2001~2015년에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상품교역 추이
를 보여주고 있다. 동 기간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출과 수입은 각
각 6.4배와 30.5배 성장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도 4.6배 증가하는 성과
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수
출은 14.2%, 수입은 27.6%를 기록하고 있다. 교역수지 면에서 한국
이 절대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1년 당시 한국이 캄보디아로부터 수입
<표 2-4> 한국의 캄보디아 교역 현황(2001~2015)
단위 : 천 달러

수출

수입

수지

교역 규모

2001

101,539

7,109

94,430

108,648

2002

115,230

3,026

112,204

118,256

2003

105,563

4,200

101,363

109,763

2004

126,321

6,949

119,372

133,270

2005

144,280

5,962

138,318

150,242

2006

205,093

5,461

199,632

210,554

2007

281,426

8,873

272,553

290,299

2008

294,383

14,378

280,005

308,761

2009

273,323

18,202

255,121

291,525

2010

332,998

43,445

289,553

376,443

2011

450,780

87,343

363,437

538,123

2012

593,295

126,359

466,936

719,654

2013

614,644

136,313

478,331

750,957

2014

654,419

193,994

460,425

848,413

2015

652,765

216,527

436,238

869,2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접속일 : 20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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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규모가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 입장에서 교역수지는 빠르게 개
<표 2-5> 한국의 교역 : 2014~2015년 수출
단위 : %, 천 달러

순위

2014
수출 금액
증감률
145,287,701
-0.4
70,284,872
13.3
27,256,402
-1.8
22,351,690
6.0

2015
수출 금액
증감률
137,123,934
-5.6
69,832,103
-0.6
30,418,178
11.6
27,770,750
24.2

1
2
3
4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5
6

일본
싱가포르

32,183,788
23,749,882

-7.2
6.6

25,576,507
15,011,164

-20.5
-36.8

7
8
9
10

12,782,490
15,077,398
10,846,018
10,282,512

12.4
-4.0
11.5
7.5

12,029,587
12,004,264
10,891,938
10,830,635

-5.9
-20.4
0.4
5.3

12
13
14

인도
대만
멕시코
호주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0,032,489
11,360,656
7,582,611

14.2
-1.8
-11.7

8,317,925
7,872,404
7,735,293

-17.1
-30.7
2.0

17

…
태국

7,599,142

-5.9

6,361,610

-16.3

65
66

…
미얀마
캄보디아

800,131
654,419

13.5
6.5

659,895
652,765

-17.5
-0.3

84

…
브루나이

290,269

183.5

272,188

-6.2

104

…
라오스

156,036

-16.6

170,369

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접속일 :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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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될 전망이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1년 대비 약 8배 증가하였는데, 한국과 캄보
디아 간에 한·ASEAN FTA가 발효한 시기를 기점으로 교역 규모가 빠
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ASEAN FTA가 체결된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교역만 보면 대캄보디아 수출은 2.3배, 수입은 24.4배 각
각 증가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는 2015년 한국의 수출에서 66위 수출시장이 되었다. 한
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수출은 6억 5,000만 달러로 한국의 입장에서
ASEAN 회원국 가운데 미얀마보다도 작은 수출시장이다. 캄보디아의
이웃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2015년 277억 달러를 초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 전
략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16년 들어서면서 대캄보디아 수출
이 5억 7,000만 달러로 감소했다는 점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함을 방증
한다.3)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한국 기업의 이탈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
할 수 있지만 곽성일(2016)이 주장한 베트남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캄보디아를 대안 시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입에서 2015년도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입은 매우 저조한 약 2억
2,000만 달러로 캄보디아는 한국의 74번째 수입 대상국이었다. 비록
절대적인 수입액에서 ASEAN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ASEAN FTA 체결 이후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9.1%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접속일 :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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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한국의 교역 : 2014~2015년 수입
단위 : %, 천 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20
27
45
55
74
113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카타르
호주
러시아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태국
…
필리핀
…
브루나이
…
미얀마
…
캄보디아
…
라오스

2014
수출 금액
증감률
90,082,226
8.5
53,768,313
-10.4
45,283,254
9.1
21,298,750
10.2
36,694,536
-2.6
15,689,769
7.2
25,723,055
-0.6
20,413,019
-1.8
15,669,238
36.3
7,990,325
11.4

2015
수출 금액
증감률
90,250,275
0.2
45,853,834
-14.7
44,024,430
-2.8
20,956,544
-1.6
19,561,487
-46.7
16,653,850
6.1
16,474,762
-36
16,437,806
-19.5
11,308,287
-27.8
9,804,831
22.7

12,266,260

-7

8,850,394

-27.8

11,097,901
11,303,182

0
9

8,609,437
7,942,129

-22.4
-29.7

5,344,776

2.2

4,854,350

-9.2

3,331,239

-10.1

3,251,634

-2.4

1,292,181

-33.2

967,296

-25.1

579,894

18.9

505,679

-12.8

193,994

42.3

216,527

11.6

18,036

44.5

28,418

5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접속일 : 2017.5.20).
주 : 순위는 2015년도 수입액 기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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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관계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국내 기업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 가
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시아가 지닌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새로운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시
아 현지로 진출했다. 특히 중국에서 정부의 성장 정책 변화와 빠른 임
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메리트가 감소하면서 기업
은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으로부
터의 지리적 근접성과 저렴한 임금 등 우리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
기에 충분한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은 싱가포르와 베
트남이며, 사실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
책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배당금 및 이익금에 과
세를 하지 않고, 외국 국적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원
료를 수입해 가공하여 수출하는 외자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부
자재 및 생산 기계의 수입관세, 완성품 수출세 등을 100%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과실 송금과 해외 차입 등 외환 거래의 자율성을 보장해준
다. 다만 캄보디아의 열악한 행정과 법률 및 제도의 불완비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만은 캄보디아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편 열악한 도로망과 철로, 부족한 전력 문제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
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캄보디아 현지 경제 여건도 투자
다변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는 2010년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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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캄보디아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07
전체
2,667
캄보디아
1,323
FDI
1,344
한국
148
FDI 대비 비중 11.0

2008
10,889
3,932
6,957
1,237
17.8

2009
5,859
3,753
2,106
120
5.7

2010
2,697
396
2,301
1,027
44.6

2011 2012
7,010 2,275
1,930 907
5,080 1,368
144 272
2.8 19.9

2013 2014 2015
4,496 1,604 3,920
3,267 582 3,135
1,229 1,022 785
82
65
8
6.7
6.4
1.1

자료 : KOTRA(2017), 캄보디아 투자진출전략보고서, p.10. 재인용,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의
QIP 승인을 받은 투자 금액.

억 달러까지 급증했다가 2015년에는 8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5년 중국, 영국, 홍콩 등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상위국 자리를 유
지하고 있지만, 해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23.2% 감소했다.4) 업종별
로 보았을 때 봉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며, 건설업에 대한 투
자도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가 집계한 FDI 유입액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는 2000년대 이후 봉제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가 임금 상승과 함
께 투자 메리트를 상실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별로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을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통
해 보아도 동일한 추론을 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신규 투자의 증가
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는 베트남에 비해 낮은 편으로 한국의 대캄보
디아 투자는 2000~2015년 동안 약 22억 7,000만 달러 수준이다.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3억 4,000만 달러)보다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7억
4) KOTRA(2016), 캄보디아 투자진출전략보고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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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2000~2016)
단위 : 건, 천 달러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금액

2000

17

9,634

3,583

2001

25

8,324

5,567

2002

16

8,510

4,156

2003

18

33,723

10,405

2004

22

7,765

13,637

2005

86

110,840

32,545

2006

127

172,935

126,806

2007

403

844,811

630,935

2008

516

1,338,626

529,157

2009

224

319,592

192,298

2010

230

129,235

122,493

2011

256

1,180,051

103,086

2012

239

140,486

95,505

2013

213

139,204

81,365

2014

176

89,592

64,507

2015

132

175,628

42,531

2016

162

397,216

214,711

합계

2,862

5,106,174

2,273,287

자료 : 수출입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접속일 :
2017.9.20).

8,000만 달러)과 건설업(4억 7,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업종별 투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금융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눈에 띈다. 국내 금융사의 수익성이 악화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캄보디아를 위시한 동남아 지역에서 찾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금융시장은 시장 진출에 있어 여타 동
남아시아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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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국의 대캄보디아 업종별 투자 현황(2000~2016)
단위 : 건,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 건수

신고 금액

투자 금액

303

214,806

98,769

40

1,146,861

48,627

544

469,564

338,855

12

10,554

4,753

1

200

200

건설업

402

772,195

465,464

도매 및 소매업

511

154,042

89,488

운수업

23

9,591

6,648

숙박 및 음식점업

77

88,776

57,56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6

30,379

24,805

금융 및 보험업

65

426,688

282,6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6

1,481,033

782,6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9

60,558

32,3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9

16,609

9,918

교육 서비스업

16

6,691

4,9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

207,240

18,66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

10,258

6,869

3

114.97

0

2,862

5,106,174

2,273,288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합계

자료 : 수출입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접속일 :
2017.9.20).
주 : 소수점 이하 버림.

에 국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의 사
무소 개소, 우리금융의 마이크로파이낸스사 설립 등 공격적인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투자는 2010년대 들어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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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한국의 대캄보디아 연도별 투자 현황 : 업종별
단위 : 건, 천 달러

업종분류
2016
제조업

2014
2015
2016
신고건 신고액 투자액 신고건 신고액 투자액 신고건 신고액 투자액
62 39,360 31,272
32 19,413 11,379
39 50,234 30,621

금융·보험

4 12,310 12,557

4 27,244 10,138

10 248,400 145,399

부동산·임대
도·소매
건설

13 3,445 2,341
23 6,465 6,280
14 3,536 1,758

16 6,000 5,916
19 7,362 2,898
8 1,883 2,042

15 8,685 8,142
11 3,865 3,601
21 10,965 10,951

자료 : 수출입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접속일 :
2017.9.20).
주 : 소수점 이하 버림.

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소위 일본
의 ‘Thai+One’ 전략의 영향이 축소되면서 캄보디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투자는 경계
가 필요해 보인다.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1.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기술진보와 함께 GVC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ICT(정
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발
달로 인해 GVC가 형성될 수 있었고, 비용이 높은 기업들이 글로벌 생
산네트워크에 합류함으로 인해 GVC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즉, 제트엔진이나 새로운 운송선의 개발로 국가 간의
운송 비용이 절감되었고, 그 결과 과거처럼 한곳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처리하던 생산 패턴에서 벗어나서 생산공정의 일부를 생산비가 낮은
곳으로 분산시켜 공정별로 생산비용의 이점을 누리는 게 가능해졌다.
따라서 선진국은 제조 공정의 일부를 외국에게 위탁 생산하거나 혹은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오프쇼어링(offshoring)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GVC가 점점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GVC가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집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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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수출 및 수입의 규모로서는 한 국가가 실제로 얼마나 세계무역
에 기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OECD와 WTO는 GVC와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고 발표하고 있다.5) 본 장에서는 OECD TiVA(Trade
in Value Added)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지역별 GVC의 변화와 본
연구의 대상인 베트남, 캄보디아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
고 있다.

(1) 수출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 : 주요 국가별·지역별
수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국내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
와 외국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로 구분된다. 수출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국내 부가가치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수
출된 재화가 최종재 또는 중간재의 형태로 수입국에서 직접 소비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이다(DVA_Fin으로 정의한
다). 둘째, 수출된 재화(중간재 또는 부품)가 수입국을 통해 다시 제
3국으로 재수출된 재화(최종재 또는 중간재)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
치이다(DVA_3rd로 정의한다). 흔히 전방 참여형 GVC(forward GVC
participation)로 나타내기도 한다. 셋째, 수출을 목적으로, 자국이 수
출한 재화(중간재 및 부품)를 재수입한 재화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
이다(DVA_reEx로 정의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중간재, 최종
재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수출의 외국 부가가치로 정의한다. 흔히
후방 참여형 GVC(backward GVC participation)로 나타낸다.
5) http://oe.ed/tiva 또는 http://www.wto.org/miwi에서 부가가치 수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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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그림 3-3>은 2000년과 2011년에 아시아, 미주, 유럽 주
요국에서 나타나는 수출에서의 국내 부가가치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
다. 현재까지 발표된 OECD의 최신 자료는 2011년인 바, 본 연구에서
는 2011년까지의 부가가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GVC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그림 3-1>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
내 부가가치 비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액의 60% 이상
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브루나이(95.7%), 인
도네시아(88%), 일본(85.3%) 등의 국가가 높은 국내 부가가치 창출
을 시현하고 있다. 반면, 한국(58.4%), 말레이시아(59.4%), 싱가포르
(58.3%), 대만(56.5%) 등은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
한다. 한국은 1995년 77.7%, 2000년 70.3%였던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2011년에는 58.4%로 16년 사이에 약 19.3%p 하락하여, 다른 국가들
에 비하여 가장 높은 하락 폭을 보인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하여 낮은 비율의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우
리나라가 부품 및 소재 등 중간재를 해외로부터 조달하여 최종 수출
<그림 3-1>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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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생산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2000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등의 국가에서 소폭의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상승한 반면,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하락하였다. <그림 3-2>와 <그림 3-3>을 비
교하면, 대체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서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 비
율은 여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3-2>는 북미와 중남미 국가의 수출에서의 국내 부가가치 비
율을 보여준다. 먼저, 북미 지역에서의 유일한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의 수출 국내 부가가치 비율은 선진국인 캐나다와 미국에 비하여 낮
다. 2011년 멕시코의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은 2000년에 비하여
소폭 상승(65.7%→68.3%)하였으나, 캐나다(76.4%)와 미국(85.0%)에
비하여 약 10~20%p 낮은 수준이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칠레와 코스타
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미 지역의 최고 수준인 미국보다
<그림 3-2> 미주 지역 주요국의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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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
의 수출 내 부가가치 비율은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0년과 비교하
면,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서는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림 3-3>은 유럽 국가들의 수출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보여준
다. 유럽 국가들의 수출 내 부가가치 비율은 앞서 살펴본 아시아와 미
주 지역의 비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노르웨이와 터키만이 2011년
80% 이상의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상대적
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2011년에 유럽 내에서도 체코(54.9%),
헝가리(51.5%) 등 저임금을 지급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창출하는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의 저임금 국가
들보다도 낮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 미국, 영국의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국가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국내 부
가가치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
<그림 3-3> 유럽 주요국의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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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품의 생산 비율이 높으며, 이에 필요한 중간재를 자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4>는 2011년 주요 경제협력체별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국
내 부가가치 비율의 평균치를 보여준다. 북미 및 중남미 지역(NAFTA
와 SCA)에서의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나는 반면, 아시아 지역(EASIA, ASEAN, ASI)에서의 국내 부가가치 창
출 비율은 7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타 지역 협력체에 비하면 그 비
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동남아시아(ASI) 69.4%, ASEAN 67.1%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내 부가가치 비율은 유럽, 미주 지역에 비하여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력 혹은 핵심 중간 재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유럽과 미주 지역에
비하여 높지 않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공장 가동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순수하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타 지역에 비하여 낮게 나타
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4> 주요 경제협력체의 총수출에서의 국내 부가가치 비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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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그림 3-7>은 <그림 3-1>~<그림 3-3>에서 살펴본 각국
의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 수출된 재화가 최
종재 또는 중간재의 형태로 수입국에서 직접 소비된 재화 또는 서비스
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DVA_Fin), ② 수출된 재화(중간재 또는 부
품)가 수입국을 통해 다시 제3국으로 재수출된 재화(최종재 또는 중간
재)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DVA_3rd), ③ 수출을 목적으로, 자국이
수출한 재화(중간재 및 부품)를 재수입한 재화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
치(DVA_reEx)로 재구성한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은 수출재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 가운데 수입국에서 직접 소비되는 재화 형태로의 국내
부가가치 비율(DVA_Fin)이 가장 높다. 반면, 자국이 수출한 재화를 재
수입한 재화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율(DVA_reEX)은 대부분의 국
가에서 1% 미만으로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를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DVA_Fin
의 비율이 50%를 상회하지만, 대만(32.1%)과 한국(37.5%)의 동 비율
이 가장 낮았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이 수입국에서 최종재로
소비되는 비율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
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중간 재화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이런 이유로 대만의 수출 재화가 수입국에서 직접 소비되는 최종 재화
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한국의 동 비율은 37.5%로 대만 다음으
로 낮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한국은 해외, 특
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을 동남아로 수출하는 것이 많은 바, 동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DIV_3rd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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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 국내 부가가치의 분해(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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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TiVA database(검색일 : 2017.10.11)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에서 수출된 재화가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된 비율은 20.5%로 중국
(15.6%), 인도(19.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6>에서 미주 국가들의 DIV_Fin의 비율은 아시아 국가 및
유럽 국가들보다 그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는 60%가 넘는 비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6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다. NAFTA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의 DIV_Fin의
<그림 3-6> 미주 주요국의 수출 국내 부가가치의 분해(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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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유럽 주요국의 수출 국내 부가가치의 분해(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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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TiV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 2017.10.11) 이용하여 저자 작성.

비율이 약 52.9%로 미국, 캐나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2) 서비스산업의 국내 부가가치 : 주요 국가별ㆍ지역별
UNCTAD(UN무역개발회의, 2013)는 다국적기업과 GVC 참여율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다.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낮은 생산
비 조건을 지닌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한다. 대체로 낮은 생산비 조건
을 갖춘 개발도상국의 자회사가 모기업의 생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
는 형태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한 국가일수록 또
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를 많이 유치한 국가일수록 GVC 참여율이 높
게 나타난다.
GVC는 제조업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서비스업에서도 GVC
은 확대되고 있다. <그림 3-8>과 <그림 3-9>는 2011년 주요 국가들의
서비스 수출에서의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보여준다. 제조업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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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주요국의 총수출에서의 국내 서비스 부가가치 비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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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TiV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 2017.9.20)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90% 이상의 높은 국내 서비스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G20 국가 중에서 한국의 동 비율은 가장
낮다. 즉,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에서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 비율
은 79.2%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일
본보다 약 14%포인트나 낮으며, 개발도상국인 멕시코보다는 15.3%
포인트, 중국보다 14.4%포인트 낮게 나타나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의 질적 향상이 크게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9>는 주요 경제협력체의 총수출 대비 국내 서비스 부가가
치 비율을 보여준다. 북미와 남미 등 미주 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중에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내에서의 비율이 93.8%
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남중미(South and Central America) 지역
이 92.3%로 높다. 반면, 동부유럽 지역(EU13)과 ASEAN 내의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 비율은 각각 80.4%와 75.5%로 가장 낮다.
다국적기업의 확산뿐만 아니라, 통상정책 또한 GVC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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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주요 경제협력체의 총수출에서의 국내 서비스 부가가치 비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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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TiV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 2017.9.20) 이용하여 저자 작성.

데 큰 역할을 한다. 즉, 보호무역으로 인해 국가들 간에 관세 및 비관
세 장벽을 높게 설정한다면, 그만큼 중간 재화를 포함한 재화, 서비스
의 국제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즉, 보호무역 장벽은 GVC의 확대
를 어렵게 만든다. 수출품이 최종 재화로 소비되는 비율은 해가 갈수
록 줄어들고 있다.6) 즉, GVC에서 국가 간의 중간재 교역 비중이 커
지고 있다. 보호무역으로 인해 높은 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 중간재
가 교역될 때마다 수입관세가 누적적으로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중
간재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관세가 부과되어 결국 중간재의 가격을
여러 번 상승시키며, 최종 재화의 가격 또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관세의 존재는 수출국이 더 많은 국가와 GVC를 형성하지 못
하게 된다.
GVC 형성에는 관세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신속한 관세 행정은
6) 본 연구에서는 GVC_Fin, GVC_3rd의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세한 데이터는
OECD Ti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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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형성된 공급 체인의 원활화에 기여한다. 관세 행정이 느리
면 중간재가 국경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고 따라서 GVC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즉, 무역원활화는 GVC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자체의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다. 글로벌 생산네
트워크의 확산은 운송 및 유통 서비스 발전과도 함께하였다. 운송 및
유통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유기적으로 발전될 때 GVC가 완성될 수 있다.
<그림 3-10>은 G20 주요국의 제조업 수출에서 외국 서비스 부가가
치 비중을 보여준다. 일본, 미국 등은 제조업 수출에서 외국 서비스 부
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내인 반면, 대부분 국가들의 동 비
중은 10% 중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약 16.6%로서,
중국,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외국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3-10> 제조업 수출에서 외국 서비스 차지 비중(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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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TiV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 2017.9.20)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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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중ㆍ일의 베트남ㆍ캄보디아를 활용한 GVC 확대
(1) 중간재 교역 비중
OECD TiVA 데이터를 기초로 한 1995~2011년 기간의 동아시아 주
요국의 총수출 대비 중간재 수출 비중을 <그림 3-11>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를 제외한 한·중·일과 베트남
의 총수출 대비 중간재 수출 비중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
였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액은 1995년 853억 달러에서 2011년 4,082
억 달러로 5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였고, 일본도 동 기간 2,792억 달
러에서 5,767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중국의 중간재 수출액
은 1995년 710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614억 달러로 무려 14배 가까
운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과 2011년 기
간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중간재 수
출 비중은 1995년 56.6%에서 2011년에는 65.6%로 9%포인트 증가
하였고, 일본도 57.8%에서 64.6%로 6.7%포인트, 중국은 49.5%에서
53.9%로 4.4%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총수출 대비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
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캄보디아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1995년
55.9%에서 2011년 36.4%로 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도 30% 중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재 수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한·중·일의 중간재 수출은 <표 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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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동아시아 국가의 총수출 대비 중간재 수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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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TiVA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은 1995년 8억
2,000만 달러에서 2011년 7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의 총 중
간재 수출에서 베트남에 수출하는 중간재의 수출 비중도 동 기간 약
1.0%에서 1.9%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베트남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1995년 9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55억 달러까지 증가
하면서 일본 총중간재 수출에서 베트남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도 약 0.3%에서 1.0%로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베트
남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1995년 3억 2,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14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1995~2011년 대캄보디아 중간재 수출액은 각
각 4,000만 달러에서 1억 7,000만 달러, 4,2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
러, 그리고 3,400만 달러에서 14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베트남에 대한 한·중·일의 중간재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캄보
디아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일의 베트남/캄보디아에 대한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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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한ㆍ중ㆍ일의 대베트남/캄보디아 중간재 수출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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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TiVA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빠르게 증가하고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를 활용한 GVC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캄보디아에 대한
중간재 수출액 증가가 베트남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전체
중간재 수출에서 대캄보디아 중간재 수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이는 한·중·일 3국에서 캄보디아를 활용한 GVC가 확대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 비중은 <그림 3-12>
에서 보여주고 있다. ASEAN 회원국들의 평균 중간재 수입 비중은
1995년 61.6%에서 2005년 74.3%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다소
감소한 72.2%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총수입 대
비 중간재 수입 비중은 ASEAN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95년 62.8%이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1년 63.4%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캄보디아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1995년 3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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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총수입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 : 베트남, 캄보디아,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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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전체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에서 2011년에는 60.3%로 크
게 상승하였다. 캄보디아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 비중의 가파른 증
가는 역내 생산기지로서의 캄보디아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비록 베트남에 비해 뒤늦게
역내 GVC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나 2011년 중간재 교역
비중에서는 거의 베트남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 베트남ㆍ캄보디아 수출 부가가치 변화 추이
<그림 3-13>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1995~2011년 총수출 부가가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베트남의 경우 총수출에 체화된 부가가치
는 1995년 69억 7,000만 달러에서 2011년 955억 6,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적인 성장을 기록하였고, 베트남이 새로운 생산시장으로 주목받기 시
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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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베트남ㆍ캄보디아 수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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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비해 수출 체화 부가가치 규모나 성장
속도에 있어 베트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1995년 수출에
체화된 부가가치의 규모는 약 10억 3,000만 달러로 베트남의 1/6 수준
이었으나 2011년 수출 부가가치는 약 69억 1,000만 달러로 베트남 수
출 부가가치의 1/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비록 부가가치 규모에서는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성장률에서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과 마찬가
지로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
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히 자국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생산과 적극적
인 국제무역 참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에 체화된 부가가치는 직접 국내 부가가치와 간접 국내 부가
가치, 재수입된 상품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 외국 부가가치로 구분
할 수 있다. 1995~2011년 기간 베트남 수출 부가가치를 구분해서 살
펴보면 외국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국내 직
접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5년 베트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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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체화된 외국 부가가치의 비중은 21.6%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에는 30%를 초과한 31.0%를 기록하였고 2011년 수출 체화 외국 부가
가치 비중은 36.3%에 달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베트남의 수출 부가
가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2009년에 외국 부가가치 비중도 이전 연
도인 2008년의 35.6%에서 2009년에 32.9%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
다. 이러한 외국 수출 부가가치 증가와는 반대로 1995년에 53.2%였던
수출 체화 국내 직접 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에는 39.6%로 약 13.6%
포인트 감소하였다. 동 기간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14.7%포인트 증가
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의 감소는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이 외국의 부품·
소재를 수입하여 최종재 혹은 중간재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는 형태로
GVC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수출 부가가치에서
국내 간접 부가가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며, 재수입된 상품에 체화
된 부가가치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수출 부가가치를 제조업만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그림 3-14> 베트남 수출 부가가치 유형별 구분 : 전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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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에서 보여주고 있다. 농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산
업에 비해 제조업의 외국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
이고 있다. 1995년 수출에 체화된 외국 부가가치 비중은 31.8%를 기록
하였으나 2007년에는 전체 수출 부가가치의 절반을 초과하는 50.5%
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수출 체화 외
국 부가가치 비중은 48.8%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산업을 대상으
로 한 부가가치 구분과는 다르게 제조업 수출에 체화된 국내 직접 부
가가치와 간접 부가가치 비중은 거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95년 34.3%에 달하던 수출 체화 국내 직접 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
에는 21.8%로 감소하였고, 1995년 33.9%를 차지하던 수출에 체화된
국내 간접 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에는 29.4%로 감소하였다. 상대적
으로 국내 직접 부가가치 비중이 간접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직·간접 국내 부가가치가 모두 감소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수입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동 기
간 여전히 미미한 비중을 기록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비중에서 점차
<그림 3-15> 베트남 수출 부가가치 유형별 구분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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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2011년 총수출 부가가치에서 약 0.1%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캄보디아도 전체 수출산업의 수출 부가가치 비중에서 베트남과 유
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95~2011년 기간 캄보디아 수출 부가가
치 비중에서 국내 직접 부가가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외국 부가
가치 비중은 증가하였다. 국내 직접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 74.3%에
서 2011년 48.9%로 25.4%포인트 감소하였고, 해외 부가가치 비중은
동 기간 12.7%에서 36.8%로 24.1%포인트 증가하면서 국내 부가가치
감소 비중을 채우고 있다. 또한 국내 직접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대
이후 40%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1년 기준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유사한 수
준을 보이지만 베트남이 국내 간접 부가가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재수입 제품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
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캄보디아의 수출 부가가치를 유형별로 구분
해보면,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빠른 증가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1995
<그림 3-16> 캄보디아 수출 부가가치 유형별 구분 : 전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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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1.5%이던 해외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에 50%를 돌파하였고
2006년 무려 62.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다소 감소하면서 2011
년 수출에 체화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은 총부가가치의 절반을 상회하
는 57.0%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국내 직간접 부가가치의 비중은 빠르
게 감소하였는데, 국내 간접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 21.9%에서 2011
년 10.9%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국내 직접 부가가치 비중도
1995년 56.6%에서 2011년 32.1%로 무려 24.5%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전체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빠
른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와 국내 부가가치 비중의 감소를 기록하
고 있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수출 부가가치 비중 변동은 베트남과 유
사한 특징을 보이면서 빠르게 국제 생산 분화에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
아 수출산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7> 캄보디아 수출 부가가치 유형별 구분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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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위험도
(1) 국가위험도의 중요성 및 개념
1990년대 들어 세계화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자본 이
동은 보다 자유로워졌으며 자유무역주의는 더욱 더 확산되었다. 역
설적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더 커졌으며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1992년 유럽 환율 메커니즘 붕괴,
1994년 멕시코 페소화 급락 사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
환 위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금융 위기 등
이 있다. 이들 경제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외환, 무역, 금융 등 다양한
국제경제 거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경제위기의 여파가 해당 국가
내에서 그치지 않고 인접 국가 혹은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가
령 1997년 태국의 바트화 폭락 사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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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등 아시아의 타 국가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1997년 10월 외
환 위기를 맞았다. 또한 2007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2008년 리만 브라
더스 투자은행의 파산으로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었으며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또한 2008년 1.82%, 2009년 (-)1.74%를 기록하였다.
결국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 간의 자유무역 증대, 생산네트워크 구축,
경제(시장)통합 등 경제적 의존이 심해지고 다양한 정치·외교 이슈 또
한 국가들 간에 갈등을 야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렴해감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가위험도는 국제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
가 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이 다국적기업이 되고 해외시장
에서의 성장에 보다 의존하게 되면서 국가위험도를 이해하고 분석하
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고 있다(Damodaran, 2016).
국가위험도는 해외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위험
에서부터 거시, 미시 경제적 위험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인 모든 어려
움을 포함한다. 동시에 국가위험도에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를 포함할 수도 있다(Bouchet, et al., 2003). Eun and Resnick(2004)은 국가위험도를 정치 위험, 신용 위험 및 경제 성과를 포괄
하는 개념으로서 정치 위험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조
양현(2008)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최소
한 정부가 관여된 국가의 총체적인 위험을 국가위험도로 정의하였다.
통상 국가위험도란 용어 대신 정치 위험이란 용어가 오랫동안 사
용되어 왔으나, 1970년대부터 국가위험도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
작했다. 정치 위험의 경우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국한된 위험만
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 갈등, 전쟁, 혁
명, 테러 등 정치·사회적 사건 및 이슈로 인한 위험을 의미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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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가위험도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의 특정 비즈니스 등 구체적 이
슈들에 관련된 것으로 특정 국가에 국한된 국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국가위험도는 궁극적으
로 국가 간의 경제·산업구조 및 성장 속도, 법 제도 및 정책, 사회 정
치 제도, 지정학적 요인, 통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위험도의 분류 및 각각의 요인은 다음 <표 4-1>에 제
시하였다. <표 4-1>에서 보듯이 국가위험도를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
하여 분류하고 사전에 관련된 특정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측정하는 가
장 주된 이유는 해당 국가와의 거래에서 자국의 기업이나 정부가 손
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기 때
문이다.
<표 4-1> 국가위험도의 분류
정의 및 원인
정치적 위험 민주주의 여부, 정치제도, 내란·폭동 및 혁명, 부패, 전쟁
제도적 위험

세제·규제·투자·외환·환경·기업경영 등 제반 법 제도 및 정책 변화,
재산권 보호

사회적 위험 노조·시민단체·비공식 사회단체 등의 집단행동, 로비스트
채무불이행·재정 위기 등 국가 부도, 외환·통화시장 불안정 등 유동
경제적 위험 성 악화, 거시경제 관리 미흡, 경기 침체, 대외 교역조건 악화, 경제 및
산업구조, 취약한 금융시장 등 제반 사회경제 인프라 부족
자연적 위험 지진·홍수·태풍 등 자연환경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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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위험도 평가 방법
국가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나뉜
다. 질적 평가는 해당국에서의 투자 활동 전망 또는 투자로 인해 발생
하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금융, 정치·사회 인프라를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수, 등급 등으로 해당국의 국가위험도를 계산하여
나타내기보다는 견고함 또는 취약함 등으로 표현되며 해당국의 발전
과정 또는 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특히 질적 평가에서 주로 고
려하는 요소는 해당국의 발전 단계별 사회복지 수준, 거시경제 기초,
외부 부채 발생 가능성, 국내 금융시스템 현황, 정부 운영 평가, 투명
성, 정치 안정화 수준 등이다. 물론 일부 요소는 수치나 지표로 표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 기초의 경우 국민소득 계정, 무역 규
모 및 무역수지, 물가, 환율, 정부 재정 규모, 통화량, 조세 수준, 외국
인 직접투자 규모, 외화 차입 규모 및 총국가 부채 등을 포함하게 된
다. Bouchet, et al.(2003)은 국가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가령 경제적
위험 또는 정치적 위험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든 간에 질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국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왜냐하면 해당국의 발전 과정은 정부 운영의 질, 유연한 제도, 대
내외 환경 변화 또는 기술발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진화
하는 공공 및 민간 조직, 거시경제의 안정화 등이 연속적으로 누적되
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양적 평가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국가위험도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책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국의 국가위험도 수준을
상대적으로 한 번에 파악하게 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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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앞서 <표 4-1>에서 분류된 제반 국가위험도를 모두 종합 고
려하여 국가위험도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국가위험도 등급을 부여하
는 대표적 사례로서 OECD는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
<표 4-2> CRAM의 평가 요소 및 가중치
단위 : %

위험지표
단기 거래
수출
신용기관의
거래 관계

중장기
거래

외채 상황

성장
잠재력
거시경제
상황

가중치

연체/승인 실적

50

손해배상/승인 실적

50

연체/승인 실적

20

손해배상/승인 실적

20

리스케줄링 후 연체/승인 실적

15

리스케줄링 후 손해배상/승인 실적

15

리스케줄링 상환 실적

30

총외채/수출, 총외채/GDP

45

DSR(Debt Service Ratio), 단기외채 상환부담/수출

45

외환 보유액/수입

10

저축률

15

투자율

15

1인당 GDP의 실질 성장률(단기)

10

1인당 GDP의 실질 성장률(중장기)

10

1인당 GNP

25

제조품 수출 비중

15

수명

10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정책
재정수지/GDP
성과
경상수지/수출
경제
취약성

자료 : OECD.

평가 요소

30
20
50

무역구조의 취약성(소규모경제)

50

수입의 원조 자금 의존도

25

공적 자금 유입 비중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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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OECD 국가위험도 등급 분류
종합 리스크 평점
0~9%
10~19%
20~34%
35~49%
50~64%
65~79%
80~89%
90~100%

등급
0
1
2
3
4
5
6
7

자료 : OECD.

에 의해 생성된 해당국의 국가신용 위험에 대한 양적 평가와 OECD 회
원국의 국가위험 전문가의 CRAM 결과와 정치적 위험 및 정책 등 기
타 위험 요소를 함께 고려한 질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가위험도를 8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4-3> 참조). 양적 평가로서 CRAM의 세
부 평가 요소는 <표 4-2>와 같다.
우리나라의 한국수출입은행도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를 병행하여
국가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질적 평가 부문에서는 경제의 구조적 취
약성, 경제성장 잠재력, 경제정책 성과, 정치 안정성, 사회 안정성, 소
요 사태, 국제 관계, 외채 상환 태도, 국제 신인도 및 우리나라와의 관
계를, 양적 평가 부문에서는 국내 경제, 대외 거래 및 외채 상환 능력
에 관한 거시경제 지표를 평가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다. 한국수출입
은행은 이러한 국가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국가별
진출 전략 및 경제 위기 진단 등 종합적인 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4-4>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양적 평가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그 밖에 국가신용도에 초점을 맞춰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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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한국수출입은행의 양적 평가 요소
평가 분야
국내 경제

평가 요소
1인당 GDP,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재정 수지/GDP, GDP 규모, 실질
GDP 성장률, 국내 총투자/GDP

대외 거래

외환 보유액/월평균 수입액, 경상수지/GDP, 총수출 증가율, 총수출/GDP

외채 상환 능력

총외채 잔액/총수출, 외채 원리금 상환액/총수출, 총외채 잔액/GDP,
단기 외채 잔액/외환 보유액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적인 민간기관으로는 피치(Fitch),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
어스(Standard & Poor’s)가 있다. 한편 조양현(2008)은 국가위험도 평
가 방법을 비통계적 기법과 통계적 기법으로 구분하였다. 비통계적
기법의 경우 자유 서술 기법, 정형적 서술 기법,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 서술 기법의 경우 해당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정
세 등에 대한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
게 서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형적 서술 기법은 평가 보고서의 양
식, 분석 항목의 범위 및 방법을 표준화하여 질적 분석의 방식으로 평
가하는 것이다. 통상 일정한 양식의 국가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 기법의 경우 지수 또는 지표화가 가
능한 공통의 평가 요소에 대해 가중치 설정 및 점수 부여, 위험 수준 분
석을 통해 평가하여 종합 평점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산
출된 종합 평점에 따라 국가위험도의 등급 또는 순위를 결정하게 된
다. 통계적 기법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해당국의 경제지표를 독립변수로, 채무 불이행
확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국가위험도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국가위험도의 예측이 가능하며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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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위험도 평가 등급
등급
A
B1
B2
C1
C2
C3
D1
D2
E

분류 기준
매우 우수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최상위 신용도)
우수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상위 신용도)
양호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상하위 신용도)
비교적 양호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중상위 신용도)
무난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중위 신용도)
비교적 미흡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중하위 신용도)
취약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하상위 신용도)
매우 취약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하위 신용도)
채무 불이행 상태(최하위 신용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통계적 기법으로는 판별 요인 분석, 로짓
프로빗 분석, 다중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등이 있다.
요약하면 국가위험도의 평가는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가 배타적으
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 요소로서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기법
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국가위험도 평가의 경우 무엇보다도 외채 상
환, 대외 거래(수출) 신용, 다양한 투자로부터의7) 수익 회수 등 경제적
요인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있고 그 비중도 크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7) IMF의 국제금융 통계는 외국인 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외
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FPI), 그리고 잔여 그룹의 투자(Other
Foreign Investment, OFI)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다른 국
가의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한 자본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잠
재적으로 또는 실제로 행사된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령 기업의 보통주 또는 투표권의
10% 이상 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FPI는
주식 및 채무 증권에 대한 비 FDI 해외 투자를 의미한다. OFI는 상업은행 대출 및 기타 사적 신
용을 다루는 은행 대출 및 무역 관련 대출을 포함한다(Iy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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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분석
(1) 개요
베트남의 국가위험도를 정치·사회적 위험, 제도적 위험, 경제적 위
험, 기타 위험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사회적 위험의
경우 베트남도 부패가 정치·사회적 위험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
부패지수는 2016년 기준 33으로 176개 국가 중에 113위를 기록하였
다.8) 하지만 2017년 프리덤 하우스의 정치권리 및 시민 자유지수에서
베트남은 7점 중 6점을 기록해 캄보디아보다도 더 자유롭지 못한 국
가로 지정되었다.9) Damodaran(2016)은 무력충돌, 내란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의 경우 베트남은 2017년 기준으로 1.92로서 캄보디아와
큰 차이 없이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10)
제도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 행
정절차의 혼선과 불신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베트남 자
국 내 법령들 간의 혼선에 따른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 충돌 또한 문
제가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법률뿐
아니라 하위 법령들의 잦은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혼선을 초래해
베트남 내 기업활동 영위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재산권보호지수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CLMV 국가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에도 불구하고11)
8) https://www.transparency.org/country/VNM.
9)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7/vietnam.
10) http://www.economicsandpeace.org.
11) 1992~2015년 CLMV 국가들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72.4%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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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재산권 보호(2015년 기준)
지역

전반적 재산권 법적 재산권 물리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전체 평균

5.63

5.17

6.23

5.50

아시아 지역 평균

5.68

5.16

6.60

5.28

베트남

4.93

4.48

5.79

4.52

자료 : http://www.internationalpropertyrightsindex.org.

전반적인 재산권보호지수는 전 세계 평균의 87.6%, 지적재산권보호
지수는 전 세계 평균의 82.2%에 불과하며 물리적 재산권도 완벽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은 ASEAN 국가들이 모두 포함된
RCEP와 TPP 협상에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한 통상 외교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겠다. 예
를 들어 베트남을 생산기지 및 우회 수출 무역의 주요 기점으로 활용
하려 할 때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
합의 방향과 흐름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과 투자 확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
권 다툼에서 중국과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기타 경제
적 위험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CLMV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숙련
된 질 좋은 노동력의 부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베트남 역시 도로,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의 경우 개선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베트남의 국가위험도에 관한 평가는 세계경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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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2016~2017년 글로벌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베트남 내 비
즈니스 활동에서의 주요 제약 요인과 대개 일치한다. 해당 보고서에
서도 베트남의 주요 문제점들로서 정책의 불안정성, 세제 및 세율 정
책, 부패 등을 꼽고 있어 베트남의 국가위험도는 경제적 위험보다는
제도적 위험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체제의 경우 집단지도체제이므로 정
부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요약하면 베트남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 해소, 행정
절차의 혼선과 불신 해소, 부패 척결 등을 통한 제도적 위험 및 정치
적 위험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재산권 보호에 더욱
주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개선 및 인적자본 육성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림 4-1>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저해 요소
11.6
10.6

Inadequately educated workforce
Polioy instability
Tax regulations
Tax rates
Access to finanoing
Poor work ethic in national labor force
Corruption
Inefficient government bureauoracy
Inadequate supply of infrastructure
Inflation
Foreign Currency regulations
Crime and theft
Restrictive labor regulations
Government instability
Insufficient capacity to innovate
Poor public health

9.8
9.7
9.7
9.3
8.8
7.9
5.9
4.8
3.5
2.2
2.1
2.1
1.3
0.5
0

3

6

자료 : 세계경제포럼 2016~2017 글로벌 경쟁력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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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위험도 평가 현황
국가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먼저 OECD의 평가 결과는 <표 4-7>
과 같다. OECD는 베트남 정부의 재정 악화와 금융 위기 이후 베트남
국영은행들의 과잉 유동성 공급, 베트남 국영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가 경기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국가위험도 신용등급
을 2008년 4등급에서 2009년 5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후 지금까지 동
일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은 금융 위기 당시 2008년과
2009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진 이후 2012년, 2013년 국영기업
과 은행 부문의 부실 문제 심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재차 5%대로 하
락한 바 있다. 피치에 따르면 베트남 8개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은 2013년 3.1%에서 2016년 2.6%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나,
이는 과소 보고된 것이며, 요주의 대출과 베트남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된 부실채권까지 포함할 경우 문제성 여신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9%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의 베트남 국가위험도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에 해당하는 C1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신용 등급으로 베트남을 중상위 신
용도 국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으로의 지속적인 해
외수출 지향형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베트남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
<표 4-7> OECD의 베트남 국가위험도 등급 변화 추이

등급

2008
4

자료 : OECD.

2009
5

2010
5

2011
5

2012
5

2013
5

2014
5

2015
5

2016
5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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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한국수출입은행의 베트남 국가위험도 등급 변화 추이

등급

2008
-

2009
C1

2010
C1

2011
C1

2012
C1

2013
C1

2014
C1

2015
C1

2016
C1

2017
C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한 재정지출 확대 등과 이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세 지속 및 내수 진작,
4.5~4.6%대의 안정적인 외채 원리금 상환비율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의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 성공, 공산당 체제하에서의 정치적 안정 등
에 따른 평가 결과이다.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 현황은 <표 4-9>와
같다. 민간 신용평가기관들은 베트남을 아직도 투기적 등급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무디스의 경우 베트남을 타 신용평가
기관들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모든 신용평가
기관들이 OECD와 마찬가지로 금융 위기를 전후하여 이전의 신용 등
급 상향 조정 추세에서 전환해 베트남의 경제 불안 상황을 반영,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특히 피치는 2010년 12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화가치
가 하락하고 상품수지 적자와 자본 유출이 심화된 점, 외환 보유고 감
소 및 대외 채무 증가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 불안 시 대응 능력이 취
약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베트남의 신용 등급을 높은 투기등급(Highly
Speculative)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2014년 경제성장률이 다시 6%대
로 진입하면서 신용 등급을 현행 BB-로 상향 조정하였다. 무디스 또
한 2012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세 둔화, 은행산업 리스크, 금융산업 취
약성,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 등급을 높은 투기등급(Highly
Speculative)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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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베트남 국가신용도 등급 변화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S&P

BB

BB

BB-

BB-

BB-

BB-

BB-

BB-

BB-

BB-

Fitch

BB-

BB-

B+

B+

B+

B+

BB-

BB-

BB-

BB-

Moody’s

Ba3

Ba3

B1

B1

B2

B2

B1

B1

B1

B1

자료 : https://tradingeconomics.com.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정치적 안정 기반 위에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 이를 기반으로 한 수출 지향적 경제 및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액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및 소비 확대 등 경제 전반적
으로 선순환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국가위험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성장률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시 국가 재정 부담 및
취약한 금융 부문 인프라 등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위축되거나
자본 유출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국가위험도 및 국가 신용 등급 하락에서 가장 중
요한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 분석
(1) 개요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를 앞서 설명한 국가위험도 분류를 참고하
여 정치·사회적 위험, 제도적 위험, 경제적 위험, 기타 위험으로 구분
하였다. 먼저 정치·사회적 위험의 경우 캄보디아는 무엇보다도 부패
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는 2016년 기준으로 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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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76개 국가 중에 156위를 기록하였다.12) 또한 2017년 프리덤 하
우스의 정치권리 및 시민 자유지수에서 캄보디아는 7.0점 중 5.5점
을 기록해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지정되었다.13) Damodaran(2016)은
정치적 위험 요소로서 국가운영시스템 및 무력충돌지수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가령 Damodaran(2016)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경우 국
가운영시스템에 있어서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이 체제의 안정성 측
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Przeworski and Limongi(1993)는 독재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변동
성 가운데 어느 체제가 더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올지는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증 분석 결과 또한 복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무력충돌, 내
란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의 경우 캄보디아는 2017년 기준 2.07로
서 중간 수준14)이라고 평가하였다.
제도적 위험과 관련하여 Grimsditch(2016)는 시민권리 및 환경 보
호, 관리, 강력한 공공 규제 등이 부재하여 캄보디아의 지속가능 발전
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캄보디아는 법 시
스템의 투명성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경제적 위험과 관
련해서는 최근 캄보디아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반면 최저임
금의 급격한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예
컨대, 이은미(2017)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약
20개의 노동집약형 일본 기업이 캄보디아 내 비중을 줄이거나 캄보디
12) 부패지숫값이 낮을수록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북한이 8로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지정되었다(https://www.transparency.org/country/KHM).
13)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7/cambodia.
14) 지숫값이 낮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낮은 평화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http://www.economicsandpe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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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떠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 및 산업구
조 측면에서 캄보디아 내 취약한 2차 산업 기반이 산업클러스터 형성
이나 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전후방 연관 효과 창출에 제약으로 작
용하고 있었다(Kuroiwa, 2016). 특히 캄보디아는 봉제 및 의류산업의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전체 상품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수도, 도로 및 철도 등 제반 사회경제 인프라 부족 또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의 2016~2017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인프라 경
쟁력은 세계 138개국 가운데 106위였으며 전력 공급 부문에서도 106
위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세계 정치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
에서의 관계 설정이 캄보디아의 대외 교역 측면에서는 또 다른 경제
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캄보디아 내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캄보디아는 중국 경제에 지나치
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및 자국 주도 무
역협정 체제인 RCEP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캄보디아를 고려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2011~2015년 동안 약 50억 달러의 투자 및 대출을 캄
보디아에 집행하며 제1의 외국인 직접투자 당사국으로 급부상하였
다. 이는 동 기간 중 캄보디아 내 전체 산업 투자액의 약 70%에 해당
하는 규모다. 하지만, Kurlantzick(2006)과 류석춘·최진명(2012)은 이
러한 중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동남아시아 및 세계 정치경제 질서
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자국 이익 실현을 위한 진략일 뿐, 캄보디아 내
인적자본 확충이나 양성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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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반적인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에 관한 평가는 세계경제
포럼 2016~2017년 글로벌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캄보디아
내 비즈니스 활동에서의 주요 제약 요인과 대개 일치한다. 해당 보고
서에서도 캄보디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패를 꼽고 있으며, 비효
율적인 정부 운영이 세 번째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부족한 인
프라 공급 및 정책의 불안정성도 주요 문제점으로 평가된 반면 정부
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요약하면 캄보디아는 부패와 함께 법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등 제
도적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사회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이 체제 안정성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
나, 반대로는 장기 집권에 따른 반정부 소요 사태, 야당과의 대립 등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장기적으로는 함께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2> 캄보디아의 국가경쟁력 저해 요소
18.2

Corruption
Inadequately educated workforce
Inefficient government bureauoracy
Tax regulations
Poor work ethic in national labor force
Tax rates
Inadequate supply of infrastructure
Policy instability
Access to finanoing
Poor public health
Inflation
Crime and theft
Insufficient capacity to innovate
Government instability
Restrictive labor regulations
Foreign Currency regulations

9.6
8.7
7.4
7.0
6.8
6.8
6.3
5.6
4.7
4.7
4.4
4.0
3.2
1.9
0.6
0

5

10

자료 : 세계경제포럼 2016~2017 글로벌 경쟁력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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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위험도 평가 현황
OECD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OECD의 CRAM 양적 평가 세부 자료는 공개
되지 않고 있으며 CRAM의 양적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질적 평가를
종합하여 OECD는 각 국가의 국가위험도 등급만 최종 공표하고 있다.
OECD가 평가한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 등급은 다음과 같다. OECD
는 지난 2008년 관광산업의 호조, 외채 관련 지표 개선, 점진적인 경
제성장, 석유 생산 가능성 증대 등의 질적 평가를 감안하여 이전의 가
장 낮은 등급인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래 현재
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가 외채 상환, 수출 신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국가위험도가 높다고 판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캄보디아 국가위험도 평가의 경우 2008년 이래
현재까지 D1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캄보디아를 취약한
외채 상환 능력, 정치·경제 구조의 불안정성 및 취약성 등을 고려하
<표 4-10> OECD의 국가위험도 등급 변화 추이
2008
등급
6

2009
6

2010
6

2011
6

2012
6

2013
6

2014
6

2015
6

2016
6

2017
6

자료 : OECD.

<표 4-11>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위험도 등급 변화 추이
2008
등급 D1

2009
D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0
D1

2011
D1

2012
D1

2013
D1

2014
D1

2015
D1

2016
D1

2017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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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상위 신용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총 9
단계로 국가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D1은 국가위험도 수준에 따라
세 번째로 낮은 등급에 해당한다.
이외에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민간 신
용평가기관의 캄보디아에 대한 국가신용도 평가 현황은 <표 4-12>
와 같다. <표 4-12>에서 보듯이 S&P는 2011년 해외 원조에 대한 높
은 의존도와 재정 건전성 저하를 이유로 캄보디아의 장기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의 B+에서 B로 하향 조정하였다. Moody’s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의 낮은 소득수준 및 저축률, 해외 원조에 대한 높
은 의존도, 취약한 산업구조 및 수출 기반 등을 이유로 B2 등급을 지
속 유지하고 있다. 두 등급은 모두 높은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 신용평가기관 역시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도를 낮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위험도의 공적 평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신용평가
기관 모두 캄보디아의 높은 해외 의존도, 재정 건전성, 취약한 경제·
산업구조 및 수출 기반, 외채 상환 및 수출 신용 우려 등을 이유로 국
가위험도를 높게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정부 운영 및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캄보디아의 장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 기반 강
화, 소득 증대, 사회경제 인프라 확충, 산업구조 개편 등을 달성할 경
<표 4-12>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도 등급 변화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S&P

B+

B+

B+

B

B

B

B

B

B

B

Moody’s

B2

B2

B2

B2

B2

B2

B2

B2

B2

B2

자료 : https://trad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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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국가위험도는 크게 감소할 뿐 아니라 국가신용등급 또한 상향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 비교 분석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를 정치·사회적 위험, 제도적 위험,
경제적 위험 등으로 구분함에 있어 각각의 위험에 대한 평가 요소를
기존 연구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양적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표
4-13>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자료를 1997~2016년까지 수집하였으며 각 변수별
로 모수 검정을 통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 국가위험도 차이에 어떻
<표 4-13>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 요소
평가 요소
정치·사회적 위험

부패지수(값이 낮을수록 부패, 0~100)1)

제도적 위험

제도적 인프라 지수(값이 높을수록 인프라 잘 갖춰짐, 0~7)2)
1인당 GDP
국내 경제

GDP 성장률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경제적 위험3)

대외 거래

총수출/GDP
무역 규모/GDP
총외채/총수출

외채

외환 보유액/월평균수입
DSR

자료 : 1) http://www.transparency.org.
2) World Economic Forum.
3)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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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경제적 위험 관련 변
수들 중 1인당 GDP 변수는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결국 앞
서 설명한 것처럼 OECD와 한국수출입은행, 민간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위험도 또는 국가신용도 등급에서 두 국가 간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 따라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각각의 평가 요소들 가운데
어떤 요인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
보기 위함이다.15) 분석 결과, 제도적 인프라, 1인당 GDP, 재정수지/
GDP, 총외채/총수출, DSR의 경우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를 비교 설명하는 데 두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 요소별 모수 검정 결과
평가 요소

F값

정치·사회적 위험

부패지수

13.917***

제도적 위험

제도적 인프라 지수

0.711

ln(1인당 GDP)
국내 경제 GDP 성장률

경제적 위험

8.892***

재정수지/GDP

0.022

경상수지/GDP

6.123**

대외 거래 총수출/GDP

외채

1.099

6.220**

무역 규모/GDP

7.640***

총외채/총수출

0.147

외환 보유액/월평균수입
DSR

15.646***
0.185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15) 일부 변수들의 경우 특정 연도의 지푯값이 없어 결측값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결측값을 유지
한 경우, 결측값을 선형추세에 의해 대체한 경우, 결측값을 근접한 값들의 평균값으로 대체
한 경우 등 3가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 가지 분석을 통한 각 변수들에 대한 모수 검정 결
과, 변수별 집단 간 차이의 결과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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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 요소별 평균 비교
평가 요소
정치·사회적 위험
부패지수
제도적 위험
제도적 인프라 지수
ln(1인당 GDP)
국내 경제 GDP 성장률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경제적 위험
대외 거래 총수출/GDP
무역 규모/GDP
총외채/총수출
외채
외환 보유액/월평균수입
DSR

캄보디아
20.77
3.48
6.46
7.73
11.80
-5.88
55.45
118.47
86.38
4.13
3.20

베트남
27.71
3.71
7.01
6.37
21.56
-1.22
65.85
136.52
72.57
2.42
5.30

정치·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 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대외 거래 지표인 무역 규모/GDP,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인 외환 보유액/월평균수입이 두 국가 간의 차이가 유의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위험 중
대외 거래 지표들은 외환 보유고와 함께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
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베트남
이 지속적인 수출 지향형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온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에는 부패지수에 있어서 두 국가 간 차
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가 부패가 더 심각
해 향후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대외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
는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수출 지
향적 경제정책 유지 및 향후 무역 규모 등을 고려해 민간 신용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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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지적처럼 외환 보유고 증대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 요소별 모수 검정 결과를 토대로, 판
별 요인 분석을 통해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
인들을 추가로 추정하였다.16) 먼저 판별 요인 분석을 위한 그룹화에
서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이미 국가위험도 등급 수준에서 국가 간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판별 요인 분석을 위해 모수 검
정을 통해 걸러진 6개의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선택하였다. 판별 요
인 분석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이는 곧 미리 정해진 그룹 간의 차이
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독립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찾는 것으로써 이
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독립변수가 그룹 간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z : 판별점수
β: 판별계수
x : 판별변수(부패지수, GDP 성장률, 경상수지/GDP, 총수출/GDP,
무역 규모/GDP, 외환 보유액/월평균수입)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수 검정을 통해 두 국가 간에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6개의 독립변수들을 단계적으로 선
16) Frank & Cline(1971)은 채무리스케줄링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군을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
하고 외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들을 판별하였다. 분석 결과, DSR, 외채 상환
액/총외채 잔액, 수입/외환 보유액 등 3개의 지표가 두 집단 간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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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결과, 정치·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
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인 외환 보유
액/월평균수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잘 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 분석 결과 이들 판별변수들에 따
르면 캄보디아는 국가위험도 등급이 베트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가 2회, 베트남은 국가위험도 등급이 캄보디아로 분류될 수 있는 지
표들의 수준이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이들 3개의 판별
변수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기존 국가위험도 분류를 92.9% 옳게
판별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은 정
치·사회적 위험을 대변하는 부패지수, 각 국가의 경제성장률, 대외 채
무 상환 능력을 대리하는 외환 보유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
아가 국가위험도를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
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외환 보유고 증대를 통한 외채 상
<표 4-16> 판별 요인 분석 결과
판별변수
상수
부패지수
경제성장률
외환 보유액/월평균수입

국가위험도
판별 분석 결과

판별계수
1.545
-0.239
0.301
0.712
캄보디아
(기존 분류 비율/판별 분석에 따른
분류 비율)
베트남
(기존 분류 비율/판별 분석에 따른
분류 비율)

주 : 판별 요인 분석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100% / 90.5%

100%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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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또한 수출 지향적 경제
정책 유지 및 향후 무역 규모 등을 고려해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지적
처럼 외환 보유고 증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소결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를 분석하는 것
이다. 이들 국가들의 국가위험도를 정치·사회적 측면, 정책·제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에서 살펴보았다. 캄보디아의 경우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부패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정치적 불안정
도 장기적으로 우려되었다. 정책·제도적 측면에서는 법 시스템의 투
명성 부족 등 비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취약한 경
제·산업구조 및 사회경제 인프라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
히 OECD, 한국수출입은행, 민간 신용평가기관들은 캄보디아의 취약
한 외채 상환 능력, 높은 해외 원조 의존도 등을 우려하여 국가위험도
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또한 부패가 정치·사회적 위험
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베트남의 제도적 위험으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 행정절차의 혼선과 불신 등 정책의 불안
정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베트남도 도로, 항공 등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한국
수출입은행, 민간 신용평가기관들의 베트남에 대한 국가위험도 판단
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OECD와 민간 신용평가기관들은 금융 위기
를 전후하여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및 국가신용도 등급을 하향 조정하
였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재정 악화, 경제성장세 둔화, 외채 상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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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증대 등에 따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베트남 정
부의 지속적인 수출 지향형 경제정책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높은 경제성장세 지속 등을 이유로 비교적 양호한 외채 상환 능력 및
정치·경제 구조에 해당하는 중상위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결국 베
트남의 국가위험도는 경제적 위험보다는 제도적 위험이 더 심각한 문
제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국가위험도의 경우 캄보디아가 베트남보다 등급이 더 낮아 국가위
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의 국가위험도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평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위
험도 분류에 따른 각각의 평가 요소들에 대해 모수 검정을 실시한 결
과, 정치·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 경제 지
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지표 중 대외 거래 지표들,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가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내는 변수들이었다. 특히 경제적 위험 중 대외 거래 지
표들은 외환 보유고와 함께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나타내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에는 부패지수에서 두 국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베트
남보다는 캄보디아가 부패가 더 심각해 향후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
치 확대, 대외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 유지 및 향후 무역
규모 등을 고려해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지적처럼 외환 보유고 증대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 요소별 모수 검정 결과를
토대로 판별 요인 분석을 통해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를 가장 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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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요인들을 추가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정치·사회적 위험 지
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 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인 외환 보유액/월평균수입이 캄보디아와 베
트남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캄
보디아가 국가위험도를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장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외환 보유고 증대를 통한 외
채 상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또한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 유지 및 향후 무역 규모 등을 고려해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지적처럼 외환 보유고 증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높은 경제성장률
은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포괄적 협력에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다
고 하겠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는 이들 국가의 성장 및
외환 보유고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높
은 경제성장률,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 증대 및 국내 소비시장 확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시장을 겨냥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할 것
이다. 동시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결정짓고 이들
국가의 국가위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환 보유고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에서 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예컨대 ODA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와 전략적으로 연계
하여 이들 국가로의 진출뿐 아니라, 현지화 전략을 간접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상승의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위협 요소로 볼 수 있는 부패에 대비하기 있어
서는 무엇보다도 한·캄보디아·베트남 정부 간 공동의 인식과 협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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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분석과 관련하여 자료
의 한계로 인해 향후 국가위험도 예측을 위한 계량 분석에는 제약이
있었다. 향후에는 자료의 보완을 통해 국가위험도를 사전 예측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 및 현지 활동, 그리고 정부 활동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위험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및 지역별
등 미시적으로 기업 진출 전략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와 비교
가능한 집단을 선정하여 어떻게 국가위험도를 낮추었는지 비교 분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5장
무역을 위한 원조와 GVC 간의
상관관계 분석17)

ICT의 발전으로 국제무역에서의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되
어, 전통적인 산업 간(inter-industry) 국제분업 체계가 산업 내(intraindustry) 국제분업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과 자
원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각각의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면서 생산과정
의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Research and Design(R&D), 제품 개발 및
마케팅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생산과정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 이
루어지지만 부품 제조 및 조립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생산과정은 저
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이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와 같이 최근의 국제분업 구조는 특정 산업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산업 내 생산공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과정을 수직적 특화(Vertical specialization)라고 한다.17)
수직적 특화의 확대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하
17) 본 연구는 이홍식ㆍ김준영(2017)의 “Does Aid for Trade Promote North-South Vertical
Specialization?”(mimeo)의 내용을 번역 및 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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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전 세계 생산네트워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akusen and Maskus(2002)는 숙련노동(Skilled worker)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은 자본 및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비숙련노동(Unskilled worker)을 많이 요구하는 생산
의 공정은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많이 이동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들은 비교적 낮은 단계
의 기술 수준과 부족한 숙련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저
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GVC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투자 정책 자유화가 진전됨으로 인하여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보다 적
극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개발도상국으로 아웃소싱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수직적 특화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수직적 특화의 참여는 개발도상국의 일자리를 창출
함과 동시의 국가의 전반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Kowalski 2015). 뿐만 아니라, 수직적 특화의 참여는 개발도상국들
을 GVC에 참가 가능하게 해주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장기적인 성
장의 기반을 마련해준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은 수직적 특화에
참여하여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성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18)
Coe et al.(1997)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함
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주었

18) Ernst ad Kim(2002)은 수직적 특화의 참여가 단순한 제품의 거래가 아닌 지식이 오가는 과
정임을 지적하였으며 Hausman(2014) 역시 수직적 특화의 참여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들은
가치사슬에 같이 참여하는 국가들과 접촉함으로써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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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Keller(2004)는 최종재 생산을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는 과정에
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기술이전 효과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일
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고 이를
조립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직적 특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수직적 특화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수직적 특화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이전 효과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더 높은 단계의 생산네트워
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들의 정부는 다양한 유인책들을 제공하여 선진국의 기업들과 생산과
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저렴
한 노동력과 유인책들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미비한 사회기
반시설로 인한 높은 운송 비용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이들 국가로 진
출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거래 비용은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물리적인 사회기반시설의 부재
로부터 기인한다.19)
세계은행의 물류성취지수(LPI, Logistic Performance Index)20)와 항
만인프라(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지수21) 자료를 살펴보면 저소
득 국가들의 물류성취 및 항만인프라지수는 고소득 국가들에 비하여
40% 가까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여전
19) Perez and Wilson(2012)은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무역과 관련된 물리적 사회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20) 물
 류성취지수는 세계은행이 전 세계 160국의 통관, 물류 인프라, 국제 수송, 물류 역량, 물류
추적 및 적시성을 조사하여 발표한 지수로 국가의 물류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21) 항
 만인프라지수는 세계경제포럼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국가의 항만 인프라에 대
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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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Saslavsky and
Shepherd(2014)가 보여주었듯 수직적 생산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는 국가 간 낮은 운송 비용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들은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무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운송 비용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수직적
분화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이들 국가의 사회기반시설 수준을 향상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22)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확산과 GVC
AfT(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이하 AfT)는 개발도상국들의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많
은 연구들이 AfT가 수원국의 사회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Vijil and Wagner(2012)는 AfT
가 수원국의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Ferro et al.(2014)은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분야
와 제조업 생산 분야 간 투입-산출(input-output) 분석을 통하여 AfT
가 수원국의 교통 및 통신 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
다. Donabauer et al.(2016)은 AfT가 수원국의 사회기반시설을 향상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으로부터 FDI 투
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위의 연구들로부

22) 사회기반시설의 부재 이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의 복잡한 규제 및 절차, 수입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등은 개발도상국들의 수직적 특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 부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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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AfT는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수원국의 교역 비용을 줄여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에 주목하고
자 한다. 먼저 수직적 특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의 빈
약한 물류 및 운송 시설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다음
으로 AfT는 수원국의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
다. 위의 두 사항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AfT는 수원국의 사회기반
시설의 강화를 통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의 연결
을 촉진해줄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보았다. 위의 가정을 증명하기 위
하여 우리는 15개 공여국과 130개 수원국의 상호 간 AfT 공여 및 수
원 자료 및 양국 간 수직적 특화 정도를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여 AfT
가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AfT가 수원국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많은 연구들이 수원국들이 AfT를 통하여 수출을 증가시킴으로
써 효용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Helble et al.(2012)은 AfT를 구
성하는 3가지 분야 중에서 수원국의 무역 규제 및 절차의 간소화에 초
점을 맞춘 ‘무역원활화를 위한 AfT’(Aid for trade faciliation)가 수원국
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Huhne et al.(2014a)은 수원국을 보다 세분화하여 AfT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AfT가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AfT가 수원국의 수출을 증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원국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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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도 있었으나 일부 연구들은 AfT는
단지 공여국들이 자신들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
기 때문에 AfT는 수원국의 수출보다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23) Huhne et al.(2014)은 수원국의 지역
및 소득별로 AfT가 수원국의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
데, 이들의 연구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AfT가 수원
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원조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최빈국(Least Development Countries)
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South Sahara Africa)에서는 AfT가 수원
국의 수출이 아닌 수입만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AfT가 수원국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직적 특화가 확대되면서 국가의 무역을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
어 효용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AfT가 단지 수원국의 수입만을 증가시
키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AfT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러나 AfT가 수원국의 수입만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AfT가 수원국의 효
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최근의 무역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다. AfT로 인하여 수원국에서 선진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
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직적 특화의 참여가 증가한다면 AfT는 수원국
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AfT
가 수원국의 수직적 특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수원
국이 선진국과의 수직적 특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
23) Busse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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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이득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연구는 Baldwin and Venable(2013)의 모형에 기반하여 AfT가 공여
국과 수원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전
세계에 AfT 공여국과 수원국만이 존재하며 제품의 생산과정은 다음
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24) 먼저 N에 위치한 기업이 최종재
를 만들기 위하여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때 중간재는 N과 S에서 모두
생산이 가능하며, 중간재들은 생산 후 하나의 최종재로 조립된 후 N
에서 소비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5-1>은 전체 생산과정을 간략하
게 보여주고 있다.
기업은 N과 S 중에서 중간재를 생산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중
간재를 생산한 후 기업은 중간재들을 소비를 위한 최종재로 조립하

기 위한 국가를 선택한다. 이때 기업은  
의단위
비용으로
N에서 중

  의 단위
 비용으로S에서
  중간재를 조립할 수 있
간재를 조립하거나
 

Input

  
  


Input

  

  
  

<그림 5-1> 기업의 생산과정


  
Inputs assembly
in N or S

Final good
consumed in N

Input

자료 : 저자 작성.
24) 편의를 위해 제2장에서는 AfT 공여국을 N으로 AfT 수원국은 S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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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도상국 S가 선진국인 N에 비하여 비숙련 노동비용이 저렴하
기 때문에 우리는 S가 N에 비해 조립공정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
다고 가정하였다(   ).



  생산과 조립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된
만약에 기업이 중간재

 S에서
다면 (중간재 생산을
하고 조립을 N에서 하거나 중간재 생산
  S에서

을 N에서 하고 조립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운송
가 발
  비용


생한다.



  

 

최종 재화의 소비는 N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최
   이후 소비
종재 조립이 S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립이 이루어진

를 위하여 N으로 최종 재화를 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보
  

다 저렴한 비숙련노동을 활용하기 위해서 S를 조립 장소로 결정하였
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운송
 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N에서
  비용

 장소와
조립을 실시할 경우 조립
소비되는 장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송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은 중간재를 생산한 이
  
 
후에 비숙련 노동자들의임금과
,와
 를 모두 고려하
 운송
  비용
위치를
 결정한다.


여 총비용을 최소화할 수있는
조립
<표 5-1>은 중

  

  이루어졌을

간재 생산과 조립 장소가 각각 S와
N에서
때의 총비용을
 
     
 

먼저 (a)의 경우 기업이 S에서 중간재를
생산할
경우를 가정하고 있
    

비교해주고 있다.

다. 이 경우 조립 장소에 상관없이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국경을 한 번

건너게 된다.25) 기업이 S에서 조립을 할 경우 소비를 위하여 최종재가
N으로 한 번 이동하여야 하며, 기업이 N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중간
25) N에서 조립할 경우 중간재를 최종재로 조립하기 위하여 국경을 건너야 하며 S에서 조립할 경
우 최종재의 소비를 이하여 국경을 한 번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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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중간재 생산 및 조립 지역에 따른 비용   
 


Case

중간재 생산 장소

조립 장소

S

N

S

S

N

N

N

S

(a)

(b)




총비용


 
 
 
 
 
 
 


 

 
 


재를 생산한 후 조립을 위해 중간재가 N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S에서 중간재를 조립하는 것과 N에서 중간재를 조립하는 것이 동일한
운송
 가 발생하므로 기업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만을 비교
  비용

하여
  조립 장소를 결정한다. S는 N에 비하여 비숙련 노동자의 사용 금
  ) 기업은
 항상 비숙련 노동자의 사용 금
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 
 조립하는 것을 선택한다.
액에서
S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따라서 기업은 중간재를
N에서
생산하는 (b)의 경우만을 고려할 것

  

 조립을

이다. 이 경우 기업이 N에서
하게 되면 중간재 생산에서 조립,



소비까지 모두 같은 장소(N)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 비용은 전

  

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이 경우 기업이 S에서 조립을 하면 기업은
중간재의 생산 후 최종재로 조립하기 위해 N에서 S로 중간재를 보내
야 한다. 또한 S에서 중간재를 조립한 이후 소비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조립을 하는 경우
S에서
N으로 최종재를 운송해야 한다. 즉, 기업이
  
 
에는 국경을 2번 건너야 하며 이로 인하여
비용이
   운송
 추가적인

만큼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은 S에서 조립할 때와 N에서 조립할 때의 총비용을 비
     
교하여 총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조립을 실시한다. 만약 기업이 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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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조립을 실시하였을 때 총비용이 N에서 조립을 실시하였을 때
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S에서 중간재를 조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N
에서 중간재를 조립하였을 때 총비용이 S보다 낮으면 기업은 N에서

 효율적이다.
조립하는 것이
S에서 중간재를 조립하였을 때 발생하는
 

 
 N에서
 
총비용은    이며
중간재를
조립하였을 시 총비용은  이




조립공정을
 
  
된다. 그러므로
S으로 이동시

 기업은    일 경우에만


가 고정일
 

 운송
  
킨다. 과
경우
기업의입지
비용
 선정은
   에 의

    

  
  운송 비용이 낮아질수록 기업은 조립공정을 S로 옮기는
해 결정된다.
 
   

된다.
결정을하게

     
  
and

 Venables(2001)의 연구에서도
Baldwin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국
   



따라서
 
 

   우리의 모형에서 N과 S 사이의
 
가장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운송
비용 는 양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


  
가의 사회기반시설의
발전 정도는 그 국가의 운송 비용을 결정하는

  
 

 각각 양국의 사회기반시설의 수준을 나타낸
이때


  는
와

   
다. 다음으로 Limao and Venables(2001)과 같이 우리는 양국의 사회

  

기반시설이 증가할수록 운송 비용이 감소함을 고려하여 운송 비용 
를 양국의 사회기반시설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함수로 가정하였다.
     
 
 
 
 


  이다.
 
 이며
즉,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AfT는 수원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역할을

 

 

 
 
개선하여주는
할 수 있다.26) 우리는 이를 통하여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지원되는
AfT의 지원액과 수원국의 사회기반시설 수준의

 

 

 





26) Vijil and Wagner(2012),
Caliand TeVelde(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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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2)
 
 










이때
N에서
지급되는
AfT의 금액이며,

 S로 
  는




  
 












이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무역 비용과 AfT



    
























사이의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식 (1)과 (2)를 사용하여 합성
     
   
함수를
유도하였다.
 
 
   이제 합성함수 (3)을 통하여 우리는 AfT가
  (3)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기업의
입지






   
  
식 (3)
 
    
  N이수원국 S로의 AfT지원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다
또한
공여국

(    ). 이 경우 우리는 합성함수 (3)의 변화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N으로부터 S로 지원되는 AfT의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N과 S 사이의 무역 비용은 줄어들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식 (4)

 
  
 
     
  때
  공여국이
지금까지
수원국에
AfT 지원
금액을
증가시켰을
 
수원

국의 사회기반시설의 강화를 통하여 양국 간 운송 비용이 줄어들 수
 또한 앞서 기업의 위치 결정은 양 국가의 비숙
있음을 보여주었다.

 

 운송 비용에 의해 결정됨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련 노동자의 임금과

  AfT의
  증가로 인하여 양국 사이의 운
 경우

 가변화하지
과
  않을


 2  가 감소한다면 기업은 조립공정을 N에서 S로 옮겨 생산
비용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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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 되며 S
는 AfT를 받음으로써 수직적 특화에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요약하면 AfT는 수원국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운송 비용
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하여 더 많은 기업이 조립공정을 S
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S는 N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하고 조립 후 이를 N으로 재수출하는 수직적 특화 과정의 참가가 보
다 활성화하게 된다.

3. 데이터 및 실증 분석
(1) 추정 모형
이론적 모형 파트를 통하여 AfT가 양국 간 운송 비용을 줄여줌으로
써 수직적 특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동
가설을
and Taglioni(2011)의 수정 중력 모

 검증하기
위하여
 Baldwin
 

 

  





 
 (5)의
 식

 방정식을
 이용하여

형을
중력
설정하였다.
 


 

   

  

                  
(5)
            식
    

            



종속변수  는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기의 수직적 특화 정도
 
  는  기에 공여국이 수원
를 나타내며, 우리의 주 설명변수인
 

국에 지원한 총AfT지원액을 의미한다.

   

 
중력 모형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액은
GDP에 비례하고 양
 
양국의

  

국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수직적
과정의
경우 제조업
ln  특화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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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원자재 수출
이 GDP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연구에
대신하여
 통제변수

서는 국가의 GDP를
국가 제조업의 총부가가치를
는 양국
로 사용하였다.
 는 양
 간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며,






 

국간
수직적
특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설명변수들을
포함한





  국가의
 ln를통해
ln 않는
    특성을 통제하고
  
다. 는관찰되지
시간
  변


ln

 ln   
수를ln통제해주었다.

 

ln
  ln     ln   
      


선진국에
배분된
모
 
 

   때문에
한정적이기
선진국에서는
  


  ln 
AfT
 ln 


예산은
 ln
 
ln


  


든 수원국들에게 AfT를 배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원국과 공여국
사
  
  


 
이의 AfT자료에서
‘0’ 값이 가진 표본이 많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

면 단순하게
로그 변환 해주게 된다면 많은 수의 샘플이 사라지
AfT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모든 변숫값에 1을
게 된다. 이러한

더한
ln       , 로그 변환을 해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변수
후,


   
의 표준편차가
경우
변숫값을
있다는
문제점을

 

ln 클
 
 수
  가지고
 ln 왜곡할
 




 있다.
문제를
27) 우리는


  해결하기
  이러한 

 위해서 Wagner(2003)를 참

 
 




 
 같이

고하여
AfT 변수를 아래와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ln       
  ln      
 



ln      

 ln 

  ln   

   

식 (6)


  




 

 
 
ln     
ln 
ln   
    
 ln    ln ln







ln




 
 ln  

ln



갖

ln
 



변수로서
경우
값을
 1의


 =0일
 더미



 는 Non-AfT








으며,  =1일
값을 갖게
AfT의 값이 양수

경우
 은
된다.


 0의

일 경우 AfT가 수직적 특화에 미치는 영향의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
27) 예를 들면 2012년 미국이 케냐로 지원한 AfT는 4.0mil$이고 필리핀으로 지원한 AfT 금액
은 40.0 mil$이다. 이를 단순하게 로그변환을 해주면 log 4=0.60, log40=1.60이다 그러나 변
수에 1을 더하여 로그변환을 할 경우 log5=0.698로 이전에 비하여 약 10%가 증가하는 반면
log41=1.61로 이전에 비하여 약 1%가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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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는 양국 간 AfT가 없는 경우 AfT가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양
 으며,

  ln   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
 정도가 없을 때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0일 경우, 수원국이 AfT를 지원받은 공여국과의 수직적 특화정

n     

도가 AfT를 지원해준 공여국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수직적 특화 수
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ln    

식 (7)

AfT
나누고 로그변환을 해주면 우리의 추정식은 식 (8)로 표
변수를
ln
     ln     ln   ln   ln       
        ln    
현할
수있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식 (8)
 ln
 
  ln   ln
 ln         
    
ln      ln       ln   ln 

식 (8)은 AfT가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에 어떠한 영향

 ln      
    ln   ln 
을 미칠 수 있는지
식이다. 이때
영향력은 수원국
  추정해주는
AfT의
 
        ln     
     

에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AfT가 수원국의 사회기반시설

  ln  
 때문에
 lnAfT
ln 
변
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수에 대하여 1년의 시차를 고려하면서,    을 설명변수로 설
정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28)

ln      ln       ln 

  
다음으로 우리는 양국 간 수직적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ln
변수
  간
 무역
 지역
들을 통제하였다. 첫째로 Leung(2016)이 보여주었듯이,

협정 체결은 수직적 특화를 활성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
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를 더미 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통제해주었다. 다음으로 공여국의 기
28) Busse et al.(2012), Huhne et al.(2014)과 같은 연구들 역시 AfT를 lag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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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다른 국가들로 진출 시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모국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선호함을 고
        ln    

려하여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동일 언어 사용 여부를 더미 변수로

활용하였다.
모든
우리의 
최종
추정식        
  ln
  ln포함한
  ln
 ln
ln  이러한
 통제변수들을





은식(9)와
같다.
  
ln      ln       ln   ln 
 ln       식 (9)
    

본 연구는 AfT의 효과가 수원국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고
려하면서 AfT가 수직적 특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원국의 소득별로 각
각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들은 공여국 자신의 경제적 이
득을 위하여 AfT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기
위해29) Berthelemy(2006)에 따라 15개의 공여국을 ‘자기중심적(Egoistic)’, ‘이타적(Altruistic)’, ‘중립적(Moderate)’인 성향을 가진 국가들
로 나누어 공여국의 특성에 따른 AfT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AfT 자료는 OECD DAC Credit Reporting System
(OECD CRS)에서 제공하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양자 간 AfT 자
료이다. OECD CRS는 AfT의 실제 집행 금액(disbursement) 및 승인
29) Kimura and Todo(2010)는 일본의 원조가 자국 기업의 FDI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을 보여주었으며 Kang et al.(2012)은 한국의 원조가 일본의 원조와 유사한 성향을 보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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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Committment) AfT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로 공여국이 AfT에 지급한 자료를 나타내는 실제 집행 금액이 AfT로
인한 효과를 직관적으로 추정해주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양자 간 AfT
disbursement 데이터를 사용하였다.30)
<그림 5-2>는 전 세계 AfT 지원액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
적으로 AfT 지원액은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장 도
움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 최빈국(Least Development Countries)으로
지원되는 AfT도 2000년 중반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CRS는 AfT를 그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수원국의 사회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AfT(Aid for infrastructure), 두 번째는 수원국의 생산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한 AfT(Aid for
product capacity), 마지막으로 수원국의 무역정책 및 규제 완화를 위
한 AfT(Aid for trade facilitation)이다. 그중에서 Aid for Infrastructure
가 전체 AfT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본 연구의 초점이 AfT가 사
회기반시설의 발전을 통하여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는 점에서
<그림 5-2> 수원국의 소득별 AfT 지원액
40,000
30,000
20,000
10,000
0
1995

2000
LDC

2005
NON-LDC

2010
Total

자료 : OECD CRS.
30) Calie and Te Velde(2011), Helble et al.(2012), Huhne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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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for Infrastructure만을 사용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간 수직적 특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Hummels et al.(2001)이 제공한 방법을 참고하였다. Hummels et al.
(2001)은 수직적 특화 과정을 수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중간재의 수입이
라 정의하고 2개의 국가 사이의 수직적 특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
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국가의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를 사용한 방법으로 산업연관표를 통해 중간재가 다른 산
업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직적 특화 정도를 추정하는 데에 정확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31)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아직까지 신
뢰할 만한 수준의 산업연관표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






×


×



×


서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수직적 특화 수준을 추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32) Hummels et al.(2001)은 양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양국 간 수직적 특화 정도를 살펴
보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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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


이때
수직적
특화정도를
나타낸다.







는 기에 산업의





 


위 방법은 한 국가의 총생산에서 최종재 수출에 사용되기 위한 중









 
 비중으로 수직적 특화 정도를 측정한다. 수입 및 수출
간재의
수입의
×
  








31) Nogueria et al (2012)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양국 간 수직적 특화
정도를 추정하였다.

  



32) Dean et al.(2011)와 Leung(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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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


UN comtrade의 BEC 분류에 따라
목적을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는
   × 
 × 
 데이터를 중간재, 최종재, 자본재로 나누었다.

산업별로 수출과
수입


























































 는

 수입한
S가
N으로부터
식 (10)에서

 중간재이며,

 산업에서





 는
는 세계은행 데이터베
S가
 
양이며
 N으로
 수출한
 최종재



  
이스로부터
구한 S의 총생산이다. 본 연구는 식 (10)을 통하여 양국 간


 
 

×


 특화 수준을 구한 후 간단하게 모든 산업의

산업 단계에서의

 수직적







수직적 특화 정도를 합하여 식 (11)과 같이 양국 간 총수직적 특화 정
도를 구할 수 있다.



  × 











식 (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가의 제조업 부가가치 자료는 세계은행 데이






통하여구하였으며,

 
터베이스를
국가별 
물리적 거리 및 공통 언어 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무
 CEPII 데이터베이스를
용 더미는

역 협정 체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Mario Larch’s RTA 데이
터베이스를 통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여
부를 구하였다.

4. 실증 분석 결과
(1) 총샘플 대상 결과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가설은 AfT가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수
직적 특화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2>는 고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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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과 추정방법(Fixed effect estimation)을 사용하여 식 (9)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5-2>의 첫째 열은 모든 수원국을 대상








× ×



 따르면,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
으로
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

 

 증가할 때 양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 정도는 1%
한 AfT 지원액이 100%

가량 증가하였으며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기업의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특화의
결정은 양국 간 요소
가격 차이(
    )와 무역 비용(  )에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였
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비숙련 노동자의 사용 비용은 선진국
의 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조립 기지를 이전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anson et al.(2005)은 미국의 다국적기업
의 수직적 특화 입지 선정 요인을 분석하여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표 5-2> AfT가 수직적 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
lower middle upper middle
income
income

high
Income

total

low income

0.00802*
(2.36)

0.00308
(0.45)

0.00917
(1.59)

0.0212**
(2.20)

0.00715
(0.45)

0.799***
(17.06)

1.307***
(6.38)

0.549***
(4.77)

0.961***
(12.11)

0.717***
(10.53)

0.874***
(8.93)

0.820***
(3.70)

0.587***
(3.34)

1.182***
(8.05)

0.627
(1.80)

-0.0417
(-1.01)

-0.148
(-1.55)

0.0398
(0.56)

-0.0502*
(-1.83)

-0.102
(-0.59)

0.181*
(-2.15)

1.258
(1.77)

0.121
(0.65)

0.434***
(-4.51)

-0.0361
(-0.19)

_cons

-33.55***
(-16.29)

-29.23***
(-5.99)

-29.76***
(-8.08)

-29.76***
(-8.08)

-36.52***
(-5.44)

N

13232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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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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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ln 

ln

ln 
  
  


 

 
 



   


 

 





주 : 1) t statistics in parentheses.
주 : 2)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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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저렴한 노동비용과 무역 비용이 수직적 특화에 참여하는 기업
의 입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렇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이 저렴하였던 중
국과 같은 국가들로 자회사를 옮겨 수직적 특화를 확대하여왔다. 그
러나 최근 들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임금이 증가하면서33)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이들 국가들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한 높은 운송 비용
은 기업들로 하여금 여전히 개발도상국들로 수직적 특화를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AfT가 개발도상
국의 높은 무역 비용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원국은 공여국으로부터 지원받은 AfT를 통하여
인프라를 개선하여 운송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선진국
의 기업들은 운송 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수원국들의 저렴한 노동력
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직적 특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AfT로 인
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의 확장은 양국 모두에게 이
득을 줄 수 있다. 공여국의 기업은 무역 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수원국
의 저렴한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원
국은 공여국과의 수직적 특화에 참여함으로써 고용 및 소득의 증가
뿐 아니라 기술이전 효과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자국의 효용
을 증가시킬 수 있다.
AfT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한 바와 유사한
33) U.S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2002년에서 2012년 사
이 4배가량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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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가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양국 간 수
직적 특화 정도가 높았다. 또한 Leung(2016)이 증명하였듯이 무역협
정 체결은 국가들 사이의 수직적 특화 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 반면에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불변
한 거리 및 공통 언어 사용의 더미 변수는 추정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2) 수원국의 소득별 분석
총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를 통하여 AfT가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수직적 특화 관계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AfT가 수원국의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
송 비용을 감소하여줌으로써 수원국 비숙련 노동자들의 저렴한 노동
력의 비교우위를 보다 부각하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AfT로 인한 무역 비용의 감소 효과는 임금이 비교
적 더 저렴한 저소득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5-2>의 2~4번째 열을 통하여 수원국을 소득
별로 나누어 AfT가 수직적 특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을 때 오히
려 AfT는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이 아닌 중고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ies) 수원국의 수직적 특화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Non-Aid dummy의 계수 역시 중고소득국 수원국에
서만 음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소득국의 경우 AfT
를 지급한 공여국과의 수직적 특화가 AfT를 지급하지 않은 국가들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다소 벗어나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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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비용과 비숙련 노동자들의 저렴한 임금만을 고려하여 수직적 특
화의 입지 장소를 결정한다면, AfT로 인한 무역 비용 감소에 따른 수
직적 특화의 확대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보다 저렴한 저소득국
들에서 더 높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추
정을 실시하였을 때 저소득국에 대한 AfT의 증가로 인한 수직적 특화
의 증가 효과는 소득이 낮은 국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
은 국가들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2가지 가설을 세웠
다. 첫째, AfT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수원국의 소득에 따라 검증하였다. 만약 AfT가 저소득국과 중저소득
국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면 AfT로 인한 운송

×  않아 결과적으로는 수직적 특화의
효과
비용의 감소
역시
 

두드러지지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검증
하기 위하여 Canning(1998)과 Vijil and Wagner(2012)를 따라 수원국
의 소득별로 식 (12)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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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34) Brun et al.(2005), Francois andManchi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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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구수를 나타내며 Politiy IV로부터 구할 수 있는  변
수는 수원국 정부의 수준을 통제해준다.
<표 5-3>은 수원국의 소득별로 식 (12)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AfT는 소득에 관계없이 수원국의 사회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소득에 걸쳐 유
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AfT가 저소
득국과 중저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ies)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가설은 기각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AfT의 수직적 특화가 저소득국이 아닌 중고소득국에서만 높
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가설로 수원국의 기업이
수직적 특화 입지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 운송 비용 및 비숙련 노동자
의 임금뿐 아니라 수원국의 다른 요소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며, 만약
수원국에서 선진국의 기업이 요구하는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ln     ln      
<표 5-3> AfT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
     
     ln     
lower middle
upper middle
low income
ln     ln     
income
income
 
     
0.057**
0.042**
0.094***




 

 

 
ln 
 

(1.87)
(1.91)
(2.23)

0.032
0.048
0.042
ln



  
(0.42)
(1.29)
(0.24)





ln

0.142*
0.168**
0.152**
 



(1.80)
(1.92)
(2.11)
 

  
-0.01
0.02
0.02*

(0.02)
(-0.01)
(-0.02)





-22.13***
-23.29***
-28.82***
_cons
(-5.14)
(-7.02)
(-11.47)
N
3031
4410
4709
주 : 1) t statistics in parentheses.
주 : 2)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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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원국의 운송 비용이 낮아지고 저렴한 비숙련 노동자들을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 기업들은 이들 국가로 진출을 망설이게 된
다고 가정하였다. 대표적으로 Noorbakish et al.(2001)은 수원국의 인
적자본 역시 선진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었으며 Markusen and Markus(2002)는 비교적 비숙련 노동자
들을 많이 요구하는 조립공정이라 할지라도 공장을 운용하기 위해서
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 노동자들을 갖추고 있어야 수직적 특화 과
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저소득국이나 중저소득국들이 선진국의 기업이 원하는 수준
의 숙련 노동자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숙련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으로 인하여 총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수직적 특화를
위하여 조립공정을 수원국으로 옮기는 것이 기업의 비용 절감에 도
움이 되지 않게 되어 기업은 무역 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
가로 생산공정을 확대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우리는 식 (12)에 수원국의 인적자본 수준과 AfT 사이의
Interaction term을 추가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식 (13)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며, 수원국의 인적자본
 는 수원국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rro and Lee의 Educational Attainment Dataset를 사용하였다. 동 데이터는 5년 간격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46개 국가들의 인적자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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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각 국가별 secondary-school enrollment percentage를 사
용하여 수원국의 인적자본을 추정하였다. Barro and Lee의 데이터는
5년 주기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 역시 5년 평균의 자료를 사
용하여 식 (13)을 추정하였다.
<표 5-4>는 고정효과 방법을 사용하여 식 (14)를 추정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표 5-2>와 같이 AfT는 중고소득 수원국의 수직적 특화
의 확대에만 긍정적이고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국이 제공받는 AfT와 수원국의 인적자본 간 interaction term
역시 중고소득국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소
득국에서는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AfT로 인한 운송 비용의 감소
<표 5-4> Interaction term을 추가한 추정 결과
lower middle
upper middle
income
income
0.00217
0.00746
0.152*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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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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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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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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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0.041
-0.042
  
  


 
  



 ln  (-0.23)
(0.42)
(-1.54)
 
 

 
    0.733
0.142
0.281*

        


(0.34)
(0.29)
(1.86)
0.003
0.002
0.003**
ln       ×  
(0.31)
(0.76)
(1.98)
-21.42***
-28.72***
-32.49***
ln

_cons
(-3.34)
(-6.23)
(-10.42)
ln 
N
984
1392
1496
low income

주 : 1) t statistics in parentheses.
    
주 : 2)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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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수직적 특화의 증가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반면
interaction term은 저소득국 및 중저소득국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충분한 인적자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들에서
는 AfT로 인하여 운송 비용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숙련 노동자들의 노
동력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때문에 선진국의 기업이 이들 국가로
의 진출을 고민한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선
진국의 기업들을 유인하고 수직적 특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인적자본 및 숙련 노동자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35)

(3) 공여국의 특성에 따른 분류
Wagner(2003), Berthelemy(2006)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은 공여
국에 따라 각기 다른 의도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
부 공여국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AfT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공
여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AfT 지원국을 선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여국 사이에서도 AfT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고려
하여, AfT가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데에 공여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erthelemy(2006)
의 연구에 따라 우리는 15개 공여국을 ‘인도주의’, ‘중립적’, ‘자기중
심적’으로 분류한 후 공여국의 특성에 따른 AfT가 수직적 특화에 미

35) Lee and Ries(2016)는 AfT가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Greenfield Investment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는데, 역시 소득이 비교적 높은 수원국에서 AfT로 인한 Greenfield Investment의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132

한·CLMV 생산네트워크 강화방안 연구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36)
<표 5-5>는 공여국의 특성에 따른 고정효과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중심적’ 성향을 지닌 공여국들의 AfT
만이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를 활성화하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성향을 지닌 공여국들의 AfT는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수직적 특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지닌 공여국들은 AfT 수원국을 결정할 때
인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AfT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여국들은 수원국에게
AfT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수원국의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독점적으
<표 5-5> 공여국의 성향에 따른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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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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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cons
N

이타적
-0.00706
(-0.98)
0.725***
(7.76)
0.830***
(4.35)
0.0529
(0.65)
-0.248
(-1.65)
-31.17***
(-8.53)
5217

주 : 1) t statistics in parentheses.
주 : 2) *p<0.1, **p<0.05, ***p<0.01.

36) 공여국의 분류는 별첨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중립적
0.00726
(1.53)
0.943***
(14.41)
0.159
(1.01)
0.101
(1.76)
0.241***
(3.72)
-16.97***
(-4.70)
3354

이기적
0.0147**
(2.85)
0.762***
(10.54)
1.168***
(7.90)
-0.220
(-3.41)
0.135**
(1.61)
-40.86***
(-12.43)
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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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획득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수원국의 진출에 유리한 위치
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AfT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은 공여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함에 유리한 위
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 같이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 공여국
들은 ASEAN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AfT의 30%
이상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들에 집중하고 있다. Nordas(2003)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개선으로
인한 수직적 특화의 한계 증가 효과는 양국 사이의 생산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데 Athukorala(2005),
Kimura and Obashi(2011)와 같은 연구들이 보여주었듯이 한국 및 일
본과 동남아시아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수직적 특화가 역시 활성화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지원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AfT는 기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었던 생산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와 같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지원하는 공여국들의 경우 AfT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
역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로 향하고 있다. 2002년에서 2012년까지 인
도주의적 국가들의 AfT 분배를 살펴보면 전체 AfT에서 저소득 국가
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웃돌고 있으며 중저소득국이 약 35%를 차
지하고 있는 반면 중고소득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
하다. 지역별로 AfT 분배 현황을 살펴보아도 이들의 AFT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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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수원국의 소득별 분석 결과를 통하여 소득이 낮은 수원국들
은 AfT를 통해 수직적 특화의 확대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중간재 및 가공무
역에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아
직까지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의 수직적 생산네트워크 발전은 극히 초기 단계
에 머물고 있다. 위와 같은 추정 결과는 공여국과 아프리카에 위치한
수원국의 수직적 특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AfT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6장
정책 제언

1. AfT를 활용한 GVC 강화 방안
(1) 기본 방향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WTO(2013)에 설명된 바
와 같이 GVC에 개도국의 기업을 연계하거나 해당 기업을 좀 더 고부
가가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가치사슬에서 상위 단계로 이동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AfT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 아래 WTO, OECD 등의 국제기구는 AfT를 통해 개발
도상국의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GVC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해당 기업들을 좀 더 상위 단계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OECD(2013)의 연구에 따르면,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
한 핵심적인 정책 요소로서 ①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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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②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장벽 완화, ③ 높
은 수준의 인프라, ④ 자본재 및 정보의 원활한 이동과 유연성, ⑤ 효
율적인 법/규범 체제, ⑥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⑦ GVC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지 기업의 역량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요소 중 AfT의 지
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원조국의 생산 역
량 강화, 경제 인프라 구축, 무역 및 수출 관련 정책 및 규범 등의 부분
이 AfT를 통해 개선될 경우 수원국의 GVC 참여는 보다 개선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조 수원국의 무역 및 수출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AfT의 기본적인
방향은 개별적인 원조 프로그램보다는 무역 및 수출 역량과 관련된
통상 이슈 전반을 포괄하는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기존의 다양한 장애(obstacles)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
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GVC의 생산과정 개별 단계에 대한 논
의보다는 생산 사슬(production chains) 전체에 대한 논의와 연계되어
AfT의 기본적인 활용 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원조국들은 각자 개별적인 원조 사업의 목적
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수
원국의 자체 개발 목적(development goals)이나 개발 전략과는 일관
성이 결여되어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저해하는 분
절화(fragmentation)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조국과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해당 수원
국의 자체 개발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별 원조 사업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조 사업의 조화(harmonization) 기능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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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화 기능 강화 과정에서 수원국의 무역 및 수출 역량을 개
선하고 관련 기업들이 GVC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
련 목적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 관련 사업 프
로그램은 GVC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priorities) 및 개별 사
업 운영방식(modalities)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원국의 무역 및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고려
될 수 있도록 원조국 및 국제기구 간의 협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는 ① 경제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 구축, ② 생산 역량(productive capacities) 강화,
③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trade policies and regulations) 지원, ④ 무
역 관련 조정(trade-related adjustment)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무역 관련 조정에 대한 지원은 해당 원조 규모가 작고 개발도상국에
게는 상대적으로 시급한 부문이 아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 4개
부문 중 ①~③의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정책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2)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GVC 강화 방안
원조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AfT는 해당 수원국 기
업의 GVC 참여 및 업그레이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간접적
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상대적
으로 열악한 경제 인프라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 인프라의 개선
이 무역 및 수출 역량을 증진하고 관련 무역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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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동남아 국가인 CLMV의 경우 해당 국가
간 GVC 강화 측면에서 물류 및 운송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
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 아
래 CLMV 국가들의 물류 및 운송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
해 1) CLMV 개별 국가 내에서의 물류 및 운송 인프라 개선, 2) CLMV
국가 간 물류 및 운송 인프라 개선, 3) CLMV 지역과 여타 지역과의 물
류 및 운송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AfT 활용 방안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CLMV 개별 국가 내 물류 및 운송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개선
WTO(2015)의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CLMV 4개국의 물류 및 운
송 인프라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6-1>은 해당 국
가들의 물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은행의 관련 지표인 물류성취
지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LMV 4개국 중 그나마 베트남의
점수 및 순위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나,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있
다. 또한 캄보디아의 경우 국제 운송(international shipments)을 중심
으로 물류성취지수 점수 및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개선
이 요구된다. 또한 미얀마와 라오스의 경우 여전히 부실한 인프라 환
경, 국제 운송, 물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어 무역 및 수출 역량을 개
선하고 GVC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내부
의 물류 및 운송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를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CLMV의 무역 및 수출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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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CLMV 국가의 물류성취지수(LPI)
연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LPI 순위 LPI 점수

인프라
(순위)

국제 운송
(순위)

물류 경쟁력
(순위)

2012

101

2.56

2.20
(128)

2.61
(101)

2.50
(103)

2014

83

2.74

2.58
(79)

2.83
(78)

2.67
(89)

2016

73

2.80

2.36
(99)

3.11
(52)

2.60
(89)

2012

109

2.50

2.40
(106)

2.40
(123)

2.49
(104)

2014

131

2.39

2.21
(128)

2.50
(120)

2.31
(129)

2016

152

2.07

1.76
(155)

2.18
(148)

2.10
(144)

2012

129

2.37

2.10
(133)

2.47
(116)

2.42
(110)

2014

145

2.25

2.14
(137)

2.14
(151)

2.07
(156)

2016

113

2.46

2.33
(105)

2.23
(144)

2.36
(119)

2012

53

3.00

2.68
(72)

3.14
(39)

2.68
(82)

2014

48

3.15

3.11
(44)

3.22
(42)

3.09
(49)

2016

64

2.98

2.70
(70)

3.12
(50)

2.88
(62)

자료 : 세
 계은행 자료(https://lpi.worldbank.org/international/scorecard, 접속일 : 2017.11.4)
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조국과 국제기구는 이들 국가의 물류 및 운송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개선에 보다 집중해서 원조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국
가들이 GVC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 운송과 같은
분야에 원조 프로그램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데, 국제 운송 인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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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할 경우 GVC 발전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원활한 해외 운송에
서 추가적인 무역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GVC 참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내륙국(land-locked
country)이라는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물
류 및 운송 인프라 연계가 중요한 이슈이다. 동 이슈는 다음 절에서 보
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2) CLMV 국가 간 물류 및 운송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개선
CLMV 국가들의 개별 물류 및 운송 인프라 건설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 간의 물류 및 운송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CLMV는 중국, 태국 등과 더불어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GMS,
Greater Mekong Sub-region)의 대상 국가이다. 1992년 아시아개발은
행의 도움으로 상기 6개 국가는 상호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동 프로그램이 GMS 프로그램이다. 아
시아개발은행은 동 국가들의 소득 불균형 개선, 가난 퇴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모델을 개발하여 동 모델을
GMS 프로그램과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제회랑 모델의 핵심
은 해당 국가의 핵심적인 경제 중심지를 국경을 넘어 상호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인데, 건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거점 도시를 육성
하고 시장을 개발하여 해당 국가들의 경제 허브를 상호 연결하여 시
너지 효과를 도출하자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특히 Fujimura(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동서(EastWest) 경제회랑 모델을 통해 해당 지역의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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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데에 관련 도로의 건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오스의 경우 이와 같이 건설된 도로를 활용하여 사탕수수, 옥수수, 배
추 등을 생산하여 태국이나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산업의 GVC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발달된 태국, 중국의 가공식품산업에 CLMV
국가들의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C
 LMV 지역과 다른 지역 간 물류 및 운송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개선
CLMV의 GVC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타 지역과의 물류 및 운송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등이 포함된 북미 지역과 유
럽 지역 등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동 지역의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보다 적극적으로 CLMV 국가의 하위 단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북미 또는 유럽 지역으로의 물류 운송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역으로의 물류 및 운송 인프라 개선에는 항만 시설, 도
로 등의 건설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 외에도 해당 지역의
물류 및 운송 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선진 경제권의 물류 시스템과 연계
되기 위해서는 CLMV 국가들의 물류 및 운송 서비스 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야 됨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 AfT가 경제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관
련 서비스에 초점을 둔 해외 원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는 관련 서비스 업무의 개선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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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의 법적 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시적
인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이슈로도 규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역
원활화 개선 방향은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3) 생산 역량 지원을 통한 GVC 강화 방안
AfT를 활용하여 CLMV 국가들의 GVC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분야가 AfT 중 생산 역량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
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을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 지역에 대한 다국적기업(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이와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에도 AfT 역시 동
지역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아
개발은행(2013)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주목하여야 하는 CLMV의
특징은 정치체제 및 역사적인 관점에서 공공 부문이 경제활동에서 그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왔으나, CLMV 국가들이 GVC에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민간 부문의 역할은 WTO(2013)의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는데, 특히 AfT 중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
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량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CLMV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GVC에 참여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
한 개별 산업은 가공식품, 섬유 및 의류, 관광업, ICT산업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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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WTO, 2013). 가공식품의 경우 CLMV 국가들 모두 농업에 적절
한 기후 및 강수량,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지니고 있어 동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특정 농산물의 경우 상호 보완
적인 측면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가공식
품산업과 연계하여 GVC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기후를 활용하기 위한 농업기술의 전수, 관개시설에
대한 금융적 지원,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두
고 AfT 관련 원조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CLMV의 경우 기술력의 차이가 존재하
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CLMV 국가 중 라오스의 경쟁력이 다소 뒤떨어지고 미얀마, 캄보디아
보다는 베트남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그 기술력의 차이는 결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섬
유 및 의류 산업에서 CLMV 국가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섬유 및 의류 수출을 위해 개별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관련 선진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며 GVC 하위 단계에서 점차 고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현재 섬유 및 의류 산업의
GVC에서 가장 낮은 하위 단계인 단순 업무(CMP, Cut-Make-Pack) 수
준에 머물러있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 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AfT는 섬유/봉제 산업에 특화된 공단
건설 지원, 인력 양성 지원, 재봉 기계 현대화 지원, 해외 바이어 및 선
진 섬유 기업과의 소싱(sourcing) 협력 강화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원
조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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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MV 국가들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업에서도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관광업에서의 GVC는 결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호텔, 식당,
여객 운송 등 관련 시설 확충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세계적
으로 유명한 호텔 및 식당 체인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 시
장(mode 3)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
여 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관광업의 경우 고용유발 효과
(job creation effects)가 크며 여성 노동 인력에 대한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AfT 통계 역시 생산 역량 강화 관련 세부 항목에 관광업 역시 존
재하는데, AfT를 활용하여 관광업의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 관광 가이드 양성에는 교육기관과의 연계
가 중요한데, AfT 원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 관광 가이드의 언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원조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ICT산업의 경우 단순 부품 조립의 분야에서 CLMV 국가들이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의 경우 아직 시기상조이나 베트남의 경우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
활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볼 수 있
다. ICT산업에서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했던 삼성은 베트남의 부품 소재 공급망이 덜
발달되어있어 그동안 베트남 현지 기업이 아닌 외부 기업으로부터 다
양한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왔다. 또한 삼성은 한국의 자회사와 부품
소재 협력업체들에게 베트남에 진출하여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등 베

제6장 정책 제언

145

트남에서의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줄 것을 독려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트남 현지 공급 기업으로부터의 아웃소싱이 증가
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현지 기업과
의 협력을 통해 투입재 비용 및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삼성의 베트남 현지 협력기업은 총 190개인
데, 2015년에 비하면 세 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현지 기업 중
12개 기업이 tier-1 수준의 협력기업이며, 178개 기업이 tier-2 수준의
협력기업이다.37) 삼성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베트남의 현지
조립 공장은 삼성의 휴대폰 GVC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고, 삼성 역시 베트남을 삼성 전자 제품 생산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삼성이 한국 및 베트남의 협력기업과 공
동으로 구축한 협력 생산 체계는 동 지역에서의 GVC를 보다 강화하
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기업 및 베트남 현지 협력
기업과의 기업 내, 기업 간 연계는 삼성의 자체 GVC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
다(ASEAN and UNCTAD, 2016). 따라서 AfT뿐만 아니라 FDI와 연계
하여 수원국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시도가 될 것
으로 평가된다.

37) Viet Nam News, “Samsung seek VN firms for supply chain”, September 10, 2016
(http://vietnamnews.vn/economy/342546/samsung-seek-vn-firms-for-supply-chain.
html#p73mhtr2fUzoziwu.97, 접속일 :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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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을 통한 GVC 강화 방안
수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AfT는 상기
논의된 4개 부문 중 무역 관련 조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원 규모
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수원국의 무역 및 수출 역량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관련 정책 및 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생
산시설이 확충되고 경제 인프라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무역 관련 정
책이나 법적 제도가 완비되어있지 않으면 무역 및 수출 역량이 개선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부문에 대한 AfT 지원 규모가 작더
라도 무역정책 및 법적 제도 개선은 GVC 참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Helble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와 관련된 AfT는 지원 규모 측면에서 작지만 무역을 증가시키
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무역 관련 규제
개혁, 통관 수속, 통신 네트워크의 개선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수록 수원국의 무역 및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보
다 구체적으로 동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 관련 AfT가 1달러 증가할
경우 무역량은 5달러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관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AfT 관련 원조 프로그램과
연계된다면, 수원국의 통관절차를 개선하여 수원국 기업이 GVC에 참
여하는 데 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LMV 국가들의
경우 모두 ASEAN 회원국이어서 통관절차를 개선하여 ASEAN 회원국
들과 공동으로 단일 창구를 개설하려는 ‘ASEAN Single Window’ 프
로그램은 ASEAN 회원국뿐만 아니라 해당 기구로부터의 지원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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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는 측면에서 ‘regional AfT’의 긍정적인 예로 거론될 수 있다.
ASEAN과 같은 지역 경제 공동체에서 해당 회원국의 무역 및 수출 역
량을 지원하기 위해 원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regional AfT인
바, ASEAN Single Window 구축 사업은 CLMV 국가들의 통관절차 개
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LMV 국가들의 GVC 참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등 적절한 무역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미얀마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 CMP
위주의 단순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좀 더 고부가가치 업무로 이
전하기 위해서는 단순 소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정책의 입안이나 규범을 개선하기 위
한 노력에 AfT 관련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여타 선진국 및 한국과 같
이 경제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가로부터 정책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
다면 무역정책을 통해 수원국의 GVC 참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
으로 평가된다.
또한 GVC 강화를 위한 AfT 프로그램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AfT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GVC 강화와 같은 결과 중심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
저 개별 AfT 프로그램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측정 가능한 목적으
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전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개별 지수별로 명확한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 및
목표치 설정 아래 해당 결과가 점검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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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효과적인 결과 중심의 프로그램 관리 과정

자료 : OECD(2011).

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 결과는 추후 보완 계획에 초점을 두고 통합되어야 하며,
통합된 평가 결과 및 정보는 추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관리 과정을 통해 GVC 강화라는 목적을 위한 AfT
관련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의 결과는 수원국의 GVC 참여 강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략적 협력 분야 선정 : 베트남 사례
위에서 살펴본 데이터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수년간 베트남의 GVC
가입은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중간재 수입 수준
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WTO, 2014)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의 GVC
업그레이드는 느린 속도로 진화하였다. 베트남은 섬유 및 의류, 가죽
및 신발, 가구 가공과 같은 주요 수출산업에서 제품 업그레이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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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생산의 기술
적·기능적 향상에 대한 진전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전자산업과 ICT 분야의 일부 사업체가 베트남을 집결의 중심
지로 선택했지만 베트남 산업의 제품, 공정 및 기술력의 향상은 기대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역내 국가와의 GVC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대국의 전략적 필요와 국
내 기업의 공급이 교차하는 부분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소절에서는 베트남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범 GVC 참여 분야
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협력 분야를 제시
하고자 한다.

(1) 섬유·의류 산업
개혁·개방 정책 도입 이후, 베트남은 의류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
다. 그러나 동 부문에서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동일한 경제개
발 수준을 가진 다른 국가보다 수출에서 낮은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
한다(Hollweg, Smith, Taglioni eds, 2017). 베트남의 현지 의류 업체
는 주로 컷(Cut), 메이크(Make), 트리밍(Trimming) (CMT) 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업계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50명 미
만의 기업이 79 %에 달하며,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1.7 %에 불
과하다(Tran, 2016). 의류산업의 외국인 투자는 주로 홍콩, 대만, 한국
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투자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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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OEM 및 ODM 방식의 의류 수출은 주로
이들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에 기인하며, 이러한 외국인 투자는 수출
회전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이전이나 생산 노하우의 습득
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Hollweg, Smith, Taglioni
eds, 2017).
의류산업은 기술, 디자인 및 패션, 경영, 숙련공, 특히 소싱, 관리, 마
케팅, 디자인 분야의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은 비
숙련 노동력을 통해 낮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GVC
가 생성되어온 것이 베트남 섬유산업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실제로 의류산업은 1990년대 이후 베트남 수출을 견인하였다. 그
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류 수출에서 수입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
가 높고, 원사-직물-의류로 이어지는 생산 단계에서, 국내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례로 베트남은 미국에 180억 달
러 상당의 의류를 수출하지만 148억 달러 상당의 자재를 수입함으로
써 수출을 통한 역내 부가가치 창출은 31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의류
회사 중 36.3 %는 의류 생산을 위한 직물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했으며
나머지 63.7%도 생산 및 수출용 원단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이 참여한 FTA(특히 베트남·EU FTA 및 TPP)에서 베트
남이 생산한 의류가 특혜원산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생
산된 섬유를 사용해서 의류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에 있
는 섬유 기업은 약 30여 개에 불과하여 이렇게 국내적으로 증가한 수요
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베트남의 국내 직물 수
요는 60억 제곱미터였으나 국내 섬유 생산량은 약 8억 제곱미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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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시장 수요의 약 13.3%만이 국내 생산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베
트남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
정이며 제품 범주도 다양하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베트남은 정책적으로 국내 합성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
책을 시작하였지만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여타 국가와 경쟁하
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섬유산업은 관리, 기술 및 숙련된 인
력 측면에서 의류산업과는 다른 조건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섬유부분
과 관련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의 부족, 자본 집약적 산업인 섬유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 자본의 부족 등은 베트남의 국내 섬유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직물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과 접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
로 지적된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섬유는 베
트남 섬유 수입의 약 37.5%를 차지하고 있다(Dinh Bach, 2014). 마지
막으로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거의 끌어내지 못했
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30여 개 섬유 업체 중 외국 기
업은 대만 기업이 2개, 한국 기업(중남, 효성) 2개, 중국 기업 1개, 홍콩
기업 1개, 말레이시아/인도 합작 법인 1개로 해외 기업의 베트남 섬유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 자동차·모터사이클·전기전자 산업
1) 모터사이클
베트남의 모터사이클 산업은 1990년대 이후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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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현재 베트남은 주요 오토바이 수출국 중 하나로 동남아 지역을
포함, 전 세계로 모터사이클을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베
트남에서 생산되는 모터사이클 부가가치의 약 90%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할 정도로 높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산업으로 일부 고급 전자장
치만이 일본과 태국 등지에서 수입되며 대부분의 부품은 현지화에 성
공하였다. 이러한 모터사이클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은 혼다, 스즈키,
야마하, 피아지오, VMEP, 해선, 대한(Deahan)과 같은 FDI 기업의 진
출이 토대가 되었다.
오토바이 부품에 투자한 FDI 공급 업체의 수는 1986~1999년의 3개
에서 2000~2002년에는 11개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총 112개 업체가 베
트남 현지에 투자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다는
사실로 인해 외국의 부품 및 부품 제조 업체가 베트남으로 유입되었다.
2) 자동차산업
베트남은 19개의 자동차 제조/조립 업체(FDI 합작 법인 13개 및 6
개 현지 기업 포함) 및 약 150개의 부품 및 부품 공급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 공급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있고 규모와 생산능력이 낮으며 기술력이 확보되지 못해 다
국적기업이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자동차
생산에서 현지화가 진행된 부품으로는 타이어, 자동차 시트, 안장, 부
싱 커버, 전선, 페인트, 조립 부품, 최종 조립품과 같은 저부가가치 제
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 시스템, 공작기계, 승용차 표면 관리,
품질 관리, 테스트, 엔진 조립과 같은 고부가가치 생산과정에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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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금형 제조, 금형 테스트, 금형 설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지식 집약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참여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 자동차산업에서 승용차의 로컬 콘텐츠는 약 7~10%(약
15,000개 부품)이고, 트럭의 경우 약 40%(4,000 개 부품), 버스의 경우
약 60% 수준으로 승용차에 비해 상용차(트럭 및 버스)의 로컬 콘텐츠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품 공급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증가했지만(2001~2005년 기
간에는 연평균 16.49%, 2006~2011년 기간에는 연평균 11.58% 성장),
총규모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19개 조립 업체에 약 230개 부품 공급
업체만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인접국인 태국의 경우 총 16개 조립 업
체에 대하여 2,500개 부품 공급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했
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베트남 자동차산업에서 낮은 로컬 콘텐츠
를 기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자동차산업의 로컬 콘텐츠를 늘리려는 노력
은 주로 상업용 차량(버스/트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상
용 차량 부품의 약 30%가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엔진, 변속
기 및 기어 박스, 차량 전기기기, 트럭 프레임 및 트렁크 등의 국내 조
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승용차 제조 부문에서의 로컬 콘텐츠
를 높이려는 노력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Akhlaque, Lopez, Coste, 2017).
Denso, Yazaki, Robert Bosch, Toyota Boshoku, SEWS, Fujikura,
Furukawa 및 Ohtsuka Sangyo Material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생산 다
국적기업이 지난 20여 년간 베트남에 진출하였지만 이들 진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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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주로 모기업에서 기계, 기어박스, 서스펜션, 전자 부품 등을 수
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
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자동차 제조/조립 업
체가 집중되어있는 베트남의 경우, 최대 규모 조립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도 약 3만 6천 대에 불과하다. 많은 현지 진출 자동차 제조회사가
초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Akhlaque & Lopez & Coste (2017)
에 따르면 조립 업체의 평균 생산능력은 약 4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많은 제조/조립 업체의 경쟁으로 인해 베트남 진출 자동차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베트남의 자동차 조립 부
문의 단가는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Schröder(2017)는
베트남의 소형 승용차의 CKD 조립에 드는 비용이 말레이시아와 비교
하여 약 5,000~6,000달러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리적으로 베트남은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부품산업이 발달한 인
도네시아및 태국에 인접하여있다. 반면 베트남의 국내 조립 업체 및
부품 공급 업체는 지리적으로 응집되지 않아 산업클러스터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더불어 자동차산업에서 더딘 성장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혼선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Kobayashi, 2013, 2017). 코바야시는 베트남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
을 추진하는 부처 간 대치와 갈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베트남 재정부
는 ASEAN FTA 협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낮추고 주정부 매출액을 안
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베트남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및 관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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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희망하였다. 이 문제는 장기간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작동하
였는데, 예를 들어, 2020년까지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과 2030년 비전
은 트럭 및 버스 산업 개발을 강조하는 반면, 산업자원부는 2011년 5
월 Circular no. 20/2011/TT-BCT에서 승용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9
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수입 절차 보완을 위한 정책을 실
행하였다.
3) 전기·전자 산업(ICT 산업)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전기·전자·ICT 하드웨어의 약 80%, 전기·전
자 관련 제품의 3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베트남의 전기·전
자·ICT 제품 생산은 일부 제품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표 6-2>
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의 ICT 수출의 약 75%는 통신 장비로 휴대
전화가 주요 수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ICT 제품의 수출은 주로 외
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발생하는데, 삼성전자의 휴대폰 및 부품 수출
이 ICT 제품 수출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ICT 제품 생산은 주로 조립에 집
중되어있고 대부분의 부품·소재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
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ICT산업의 투자기업의 요구사항
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부품 생산 기업의 부재는 베트남이 ICT 수출
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삼성전자 외
에도 캐논, 브라더스 등의 다국적기업이 베트남 현지 생산시설을 갖
추고 있으며 Foxxcon, Jabil Circuit 등은 OEM을 통해 베트남에서 자
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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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베트남 전기·전자·ICT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

수출
상품

수입
비중

상품

비중

통신기기

75

전기·전자 부품

45

컴퓨터 및 저장 기기

12

통신기기

36

차량용 전자 기기

6

컴퓨터 주변 기기

5

전기·전자 부품

3

컴퓨터 및 저장 기기

5

소비자 전자 제품

3

소비자 전자 제품

5

의학용 전자 제품

1

산업 설비

2

기타

0

차량용 전자 기기

1

의학용 전자 제품

1

자료 : U
 N Comtrade database, Accepted from Hollweg, Smith, Taglioni(eds, 2017).

삼성전자베트남(Samsung Electronics Vietnam, SEV)은 2013년에
휴대폰 및 태블릿을 포함한 230억 달러 규모의 전자 장비를 수출하
였지만 이를 위해 약 210억 달러에 달하는 부품·소재를 수입하였다.
SEV가 베트남 현지에서 67개 부품 공급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 중에 베트남 로컬 기업은 4개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조차
도 ICT 제품 생산이 아닌 포장 관련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 로컬 기업의 기반이 약하여 현지 공급 업체와의 연계성이 약
하다는 점,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R&D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
이 많은 제약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점, 지식 집약적 노동
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베트남 ICT산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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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국의 필요를 고려한 GVC 확대 방안 마련
199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GVC
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GVC에 대해 언급한 것은
2011년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공산당 전
당대회의 2011~2020년 사회경제발전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에 따르면 “생산 및 노동 분업의 국제화 과정은 더욱 심
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 및 부가가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중략)… (따라서) 경쟁 우위를 가진 제
품 개발, 생산네트워크 및 하이테크 산업, 기계공학, 정보기술 및 통신
산업의 GVC 참여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38) 또한
2011년 제13회 국회 결의안 No. 11/2011/QH13에서는 “국내 수요와
수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와 경쟁이 치열하고 GVC에 가입
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 개발을 계속 촉진”할 것을 결
의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생산네트워크
와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산업정
책을 도입하였다.39)
세부적인 산업 전략으로 ‘Automobil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to 2025, vision to 2035’, ‘Strategy on mechanical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10 with a vision to 2020’, ‘Master plan on the leather
38) Hoàng Dũng (14/11/2011), “Chủ tịch nước có nhiều đề xuất quan trọng tại Hội nghị
APEC 19(State President at APEC 19)”, Voice of Vietnam.
39)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2012), “[in manufacturing sector] Developing industrial products with competitive advantage, being able to join the GPNs and
GV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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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otwear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25’,
‘Plan on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등 산업별 발전 전략에서 각 산업별로 GVC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기 위한 계획이 제시되었다.40)
베트남과의 GVC 강화를 위한 협력은 이러한 베트남의 수요 및 정
책 방향과 우리나라의 공급이 교차하는 산업을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분야를 선
정하고 이들 산업 분야를 연결하여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공급초과가 발생한 산업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지닌 산업을 선별하여 우선적으
로 양국간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GVC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양자 간·다자간 협력은 상호 이익을 기
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지원은 결국 일회성으로 그칠 가
능성이 높고, 지속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협력은 시간과 비용의 낭
비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이 상호 간에 윈-윈(win-win) 할 수 있
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작업은 양국 간 GVC 확대의 초석이 된다. 따
라서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의 관점에서 상대국의 필요와 국
내산업 및 상대국 진출 기업의 이익이 교차하는 분야를 선정하는 정
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국내 산
업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 요구된다.

40) GVC 관련 베트남의 경제정책은 <부록>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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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
 트남·캄보디아 국가위험도 분석을 기초로 협력 방향
설정
정치·사회적 측면, 정책·제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에서 도출된
국가위험도를 토대로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
한 SWOT 분석을 진행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위험도 분석을 기초
로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기업활동뿐 아니라 정부 간의 협력에서 고
려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6-3>에서 보듯이 국가위험도의 평가 요소들 가운데 경제적 위
험 관련 지표인 양국의 경제성장률은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포괄적
협력에서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
은 소득 증대를 통한 국내 소비시장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 채무 상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 등 지리적 장점
을 극대화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및 자연자원을 바
탕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는 이들 국가의 성장 및 외환 보
유고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을 통해 양국은 국가위
험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위에 정부의 안
정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강화 및 산업구조
개편 등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
적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해 첨단 지식산업 기반이 미미하다. 결국 이
는 자국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의 GVC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 제약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정치·사회적 위험의 대리 지표인 부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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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생산기지 측면에서 저임금, 풍부한 노동력
- 캄보디아의 젊은 노동력
- 캄보디아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베트
남의 노동력
·높은 경제성장률
·풍부한 자연자원
·국내 소비시장 확대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
- 중국, 인도, ASEAN을 잇는 전략적 지리
적 위치(단일 소비시장 가능성)
-메
 콩강 점유 : 물류 운송 등의 교통 여건
유리
·캄보디아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엄
격한 규제 없음

·빈약한 사회경제 인프라, 특히 취약한
교통 인프라에 따른 물류 운송의 어려움
·증가하는 소비 여건 및 수요 욕구를 충족
하지 못하는 국내 소비시장
·산업구조의 취약성 : 노동 집약적 생산
기반, 첨단 지식산업 경제 취약
·인적자본 취약성: 질 좋은 숙련 노동자
및 지식산업 노동력 부족
·베트남 :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예: 상장회사)
·캄보디아 : 태국 및 베트남 대비 보조 생산
기지로서의 지위

Opportunities

Threat

·매력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
·최저임금 상승
·캄보디아 : 아파트, 고층 빌딩, 쇼핑몰, ·심각한 사회 지도 계층의 부패 및 제도적
상업 시설 등 건설업 투자 확대
인프라 부족
→ 타 산업으로의 산업 파급 효과 기대 ·베트남 : 인플레이션 우려, 안정적인 외환
·급속한 도시화 전개
보유고 확보에 대한 우려

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를 높일 뿐 아니라, 기업 활동 및
정부 간의 협력에서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잘 대변하는 국가위험
도 평가 요소와 함께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
째,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높은 경제성장률,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 증
대 및 국내 소비시장 확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 기지 또는 우회무역 기지로서의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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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베트남의 위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이들 국가의 국내 소비시장
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 생산 등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참여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통한 사업 확대 기회 창출,
안정적 수익 확보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자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불합
리한 제약 요인 및 규제 철폐, 투명한 법 시스템 확립, 행정절차 및 정
부 운영의 신뢰 회복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화 전
략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요소 확보와 관련하여 한·캄보디아·베트남
간 인적 교류를 통한 인적자본의 자국 유턴(Cambodian Diaspora and
Vietnamese Diaspora)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캄보디아
와 베트남 내 부족한 인력 양성 인프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결정짓고 이들 국가
의 국가위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환 보유고와 관련하여, 우
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에서 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대해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의 사
회간접자본 인프라 건설에 자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 중국 또한 자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통해 캄보디아의 사회간접자본 인
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의 대ASEAN 외교 전략
하에 추진하는 것이다(Lim, 2008).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전체 양자
간 ODA의 약 20~30% 수준을 꾸준히 동남아 지역에 배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CLMV 지역의 ODA 비중을 개발도상국 전체 ODA 순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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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평균 약 24%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
서 ODA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와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이
들 국가로의 진출뿐 아니라, 현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 증대
및 대외 채무 상환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
업혁명이 불러온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캄보디아와 베
트남 진출 해외 기업들의 본국 회귀(Reshoring)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셋째, 이들 국가의 국가위험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위협 요소로 볼 수 있는 부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캄보디아·베트남 정부 간 공동의 인식과 협조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의 공무원 교류 등 인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이들 국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기업의 다양한 투자로
부터의 안정적인 수익 회수 및 자국 내 이익 공유에도 긍정적으로 작
용할 것이다.

제7장
결 론

GVC는 최근 국제무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
GVC의 성장은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했을 뿐 아니라, 가치
사슬의 특정 공정 단계에서의 전문화 혹은 특화를 촉진했다. 세계무
역의 70% 이상을 중간재, 서비스, 자본재 교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재의 수출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GVC 내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점점 커지고 있다. GVC의 핵심 참여 국가인 중국에서, 지난 15년간
GVC 네트워크 내에서 창출된 소득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
며, GVC와 관련된 소득은 무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던 과거의 무역구조가 이제는 전
세계로 분업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생산요소가 풍부한
나라별로 제조 공정이 나누어지고, 생산공정의 일부분을 그 생산공
정에서 비교우위를 지니는 국가가 맡음으로써 생산의 효율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GVC는 지역별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건비
가 낮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GVC가 확대되었다. GVC가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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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GVC에 편입하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GVC 네트워크의 확산과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국
의 새로운 생산기지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국의 수요와 낮
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이러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개도국
의 공급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VC를 활용한 상품의 생산
과 교역의 확대는 이제 국제 통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GVC 강화
를 위한 방향과 방안을 살펴보았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제 현황
과 한국과의 양자 간 관계, 전 세계적인 GVC의 확산과 베트남, 캄보
디아의 GVC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동
아시아 역내 GVC 확산의 진행과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또한 GVC가
단순히 부품·소재가 국가 간에 움직이는 경제적 현상뿐만 아니라 하
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지니고 있
는 국가위험성 분석을 통해 경제 외적인 부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고려하였다. 또한 무역을 위한 원조가 수직적 생산 분화로 볼 수 있는
GVC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베트남,
캄보디아와의 GVC 강화를 위해서는 AfT 자금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
의 진출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각국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통관시스
템 개선 등과 같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부의 각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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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세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한 지원은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과 GVC를 위한 교역 증대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상대국의 산업정책이나 국가 발전 전략 등과 우리나라의
필요가 공통되는 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원하고 육성
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상
호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서는 금번 정부의 새
로운 정책 목표로 ASEAN 10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
이 발표되었다. 신남방정책은 기존에 ASEAN 시장이 단순히 국내 기
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소비시장
으로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기술, 인적 교류, 인프
라 투자 등을 통해 상호 간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
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를 담고 있다. 2020년까지
한·ASEAN 간의 교역 수준을 한·중 교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
표를 포함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역내국
간의 협력 확대를 의미한다. ASEAN 회원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
는 베트남, 캄보디아와의 GVC 강화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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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Report on Power of the Kingdom of Cambodia,
각 연도.
^ Freedom House(https://www.freedomhouse.org).
^ IECONOMICS(https://tradingeconomics.com).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http://www.economicsandpeace.org).
^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http://www.international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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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ightsindex.org).
^ JETRO(https://www.jetro.go.jp/world/search/cost_result?countryId%5B%5D=
800&countryId%5B%5D=1100&countryId%5B%5D=1300&countryId%
5B%5D=1800&countryId%5B%5D=2000&countryId%5B%5D=2200).
^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b/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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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GVC 참여를 위한 주요 정책
분야

주요 정책

- Law on Investment
- Law on Enterprise
투자 환경
- The policy of privatization (or equitization as called in Vietnam)
개선
- Measures to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by local authorities
- etc
- Strategic for particip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 until 2020
- Master strategy on international integration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issued on 7 January 2016)
<서명>
- WTO Join
무역 및 - Vietnam-Japan EPA, Vietnam-Korea FTA, Vietnam-Chile FTA
투자협정 - ASEAN FTA, ASEAN Comperehensive Agreement
확대 - 5 FTAs within ASEAN + 1 frameworks
-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협상 진행>
- 3 regional agreements: Trans-Pacific Partnership(TP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APEC FTA(FTAAP)
- Vietnam-EU FTA, Vietnam-EFTA FTA, Vietnam-Israel FTA
- Strategy on transport development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 The strategy on development of railway transport up to 2020 with
orientation to 2050
- Three international seaports development and the planning on port
system
- Two major airports development and the planning of airport system,
the planning of Vietnam air transport development up to 2020 and
운송·통신
orientation to 2030
인프라
- Expressways development (over 800km in use) and a planning of ex개선
pressway network
- Upgrading of the 2,000km of national highway 1A from Bac Giang to
Can Tho to 4-6 lane highway
- Asian Highway (Asia Transit) network
- National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plan up to 2020
- Three plans for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2010 and orientation to 2020 for 3 key economic region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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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정책

- Strategy o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services to 2020, orientation
to 2030
- Road transport agreements, agreements on facilitating cross-country
motorized vehicles signed with the three neighboring countries.
- Strategy on customs development up to 2020
물류 환경
- Plann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inland port system in Vietnam up
개선
to 2020 with orientation to 2030
-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Goods in Transit
(AFAFGIT)
- Signing on the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Signs
- Program on synchronous development and upgrading of clusters and
value chains for the production of competitive products: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extiles and garments, food and foodstuff
processing, agricultural machines, travel and related services.
- Planning on industrial estates development
- Planning on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Northern key economic
region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 Master plan on industrial development in Central key economic
region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산업
- Master plan on industrial development in Southeastern region up to
클러스터
2020 with a vision to 2030
개발
- Master plan on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Northern midland and
mountainous area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 Master plan on industrial development of Lang Son - Hanoi - Hai Phong Quang Ninh economic corridor until 2020 with vision to 2030.
- Master plan on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delta key
economic region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 Plan on Vietnam’s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 Vietnam’s first industrial planning which focuses
on developing industrial cluster and emphasizing chain development)
- The list of national products to be implemented from 2012 under the
national program on product development up to 2020 (super-sized
and super-weight products, products for security and information
산업정책
network safety; engines used for transportation, electronic circuit
products)
- Vietnam’s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to 2025 with a vision to 20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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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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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 Vietnam’s industrialization strategy in the framework of Vietnam-Japan
cooperation towards 2020, vision 2035
- Five action plans for development of electronic industries, agricultural
machine industry, agricultural and aquatic product process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environment and energy saving
industry to implement the strategy of cooperation with Japan
- Automobil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to 2025, vision to 2035
(issued in 2014)
- Planning on automobile industry dvelopment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issued in 2014)
- Planning on automobile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10 with a vision
to 2020
- Plan on motorcycle industry development in the 2006~2015 period
with a vision to 2020
- Master plan on development of engine and agricultural machine production industry in the 2006~2015 period with a vision to 2020
산업정책 - Strategy on mechanical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10 with a vision
to 2020
- S trategy on chemical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10 with a vision to 2020
- Plan on Vietnam casting industry development in the period of 2009~
2020 with a vision to 2025
- Plan on plastics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 Master plan on the leather and footwear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25 (issued in 2010)
- Master plan on the leather and footwear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10
- Plan on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10
- Plan on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15 and
orientations to 2020
- Plan on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20 with a
vision to 2030
- Strategy on hi-tech industries development up to 2020
- etc
-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stipulating criteria for determining
high-tech enterprises (dated 15 June 2015)
첨단 기술
- Decision of Prime Minister approving the list of hi-tech products to be
개발 정책
encouraged for development (dated July 19, 2010, which was renewed
on November 25, 201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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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정책
- National High-tech Development Program until 2020 (launched in
December 2010)
- Establishment of Da Nang Hi-Tech Park (10/2010)
첨단 기술 - Strategy on hi-tech industries development up to 2020 (launched on
개발 정책 December 2008)
- Law on High Technology (issued in 2008)
- Establishment of Saigon Hi-Tech Park (2002)
- Establishment of Hoa Lac Hi-Tech Park (October 1998)
Strategy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period of 2011~
R&D 개선
2020 (launched in April 2012)
- Government’s Decree no.111/2015/ND-CP on supporting industry
development (effective from 1/1/2016)
- Action Plan on the automotive and auto parts industry development
in order to implement Vietnam’s industrialization strategy within the
framework of Vietnam-Japan cooperation towards 2020 with a vision
to 2030 (effective from October 2015)
- Prime Minister’s Decision on Vietnam’s industrialization strategy
under the framework of Vietnam-Japan cooperation towards 2020,
vision 2030.
- Prime Minister’s Decision (dated 17 October 2012) approving the
project “Support for development of SMEs in supporting industries”.
- Policy on development of a number of supporting industries
산업 지원 (launched on 24 February 2011)
및
- Prime Minister’s Decision (dated 2011) on the list of supporting
중소기업 industries products prioritized for development
개발 - Government’s Decree dated 30 June 2009 on supporting for the
development of SMEs
- Master plan on supporting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10, vision to
2020 (launched in 2007)
- Law on Support for SMEs (issued on 2017)
- Launching the SMEs Development Fund (22 April 2016)
- Joint Circular dated 31 March 2011 (renewed on 13 August 2014)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and the Ministry of Finance
guidance to help training and fostering human resources for SMEs
- Plan on SMEs Development (2006~2010)
- Establishment (in 2003) by the Prime Minister the Council for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SMEs as adviser to the Prime
Minister on SM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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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정책
산업 지원 - Provincial Credit Guarantee Fund for SMEs (since 2001, 21 provincial
및
funds were established so far)
중소기업 - Government’s Decree in 2001 on support for SMEs development
개발
(renewed in 2009)
-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cooperated with Samsung Electrinics
Vietnam to hold four exhibitions-workshops on supporting industries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cooperated with JETRO to hold six
annual exhibitions on supporting industries of Vietnam-Japan (from
2010 to present)
다국적 - Department of Trade Promotion and Department of Industry and
기업과
Trade of Ho Chi Minh City hosted 3 international exhibitions on
현지 기업 supporting industries (from 2014 to present)
간의 협력 - The Trade Promotion Department and Reed Tradex (a private com확대
pany from Thailand) organized the Metalex Vietnam Exhibitions specialized in mechanical engineering every year since 2011, NEPCON
Vietnam specialized in electronics, supporting industries product exhibitions every year since 2008
- Vietnam’s supporting industries every year since 2011
-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dustrial spare parts industry in Vietnam
- Pla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period 2011~2020
(annouced in 2011)
- Strategy on vocational training development 2011~2020 (announced
in 2012)
인적자원
- Planning on development of the network of vocational junior
개발
colleges, vocational high schools and vocational training centers up to
2010 and orientations to 2020
- Strategy on Education Development 2011~2020
- Planning on universities and colleges network in the 2006~2020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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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Strengthening Production Network
between Korea and CLMV
Han Sung Kim et al.(hkim1@ajou.ac.kr)
CLMV(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the latecom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and
located in the Indochina Peninsula, captures interest due to its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region and the strong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Korea’s trade with CLMV also increased by 176.6% from
USD 105.8 billion in 2010 to USD 292.5 billion in 2015 and imports
surged by 197.0% from USD 35.5billion to USD 105.6 billion in 2015.
The rich labor force and low labor costs of the CLMV countries provide a strategic opportunity for Korea to establish a production network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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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ion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Korea centered on Vietnam and Cambodia among the
CLMV countries with such strategic importance. In the course of economic prolifer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GVC), we looked at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proposed the direction of Korea’s cooperation through
each country’s country risk analysis.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hanges in total export value added of
each country using OECD TiVA data to examine the diffusion of production value chain in the region. Vietnam’s total export value added
in 1995~2011 period shows that the value added to total exports has
greatly increased from USD 6.97billion in 1995 to USD 95.56billion
in 2011. With the exception of 2009,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t continued to grow. Cambodia, on the other hand, did not
reach Vietnam in terms of size and growth rate of export value added;
in Cambodia, the added value embodied in exports in 1995 amounted
to about USD 1.03billion, about one sixth of Vietnam. However, the
value added of export in 2011 was about USD 6.91billion, decreasing
to about 1/15 of Vietnam’s value added. Although the value added
scale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Vietnam, the growth rat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1995.
In case of country risk, Cambodia has lower rating than Vietnam,
which shows that country risk is high. The following are the evaluation factors tha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fference of
national risk difference among these countries. The factors that best
represent the country risk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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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t is shown that the foreign exchange
reserve, monthly average income,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economic risk represent the difference in the country risk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in order for Cambodia to lower its country risk to
the level of Vietnam, it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long-term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to improve foreign exchange repayment
capacity by increasing foreign reserves. Vietnam also needs to focus
on increasing its foreign exchange reserves as pointed out by private
credit rating agencies, considering export-oriented economic policies
and the size of future trade.
We analyzed the impact of AfT on the vertical specializ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examined the effect of AfT on the particip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in the production network. Analysis of bilateral AfT data between 15 AfT donor countries and 130 recipient countries shows that AfT has the effect of promoting vertical specialization
between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However, these effects were strongly supported for high-income countries, while for
low-income countries and low-middle-income countries, Af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xpanding vertical specialization. This is
due to the lack of human resources in low-income countries.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effect of AfT is higher in the high-income
countries with rich human resourc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GVC with Vietnam and Cambodia, Korea needs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and system improvement that
can support the entry base of Korean firms through AfT. Support for
trade facilitation such as strengthening production capacity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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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nd improvement of customs clearance system, and support
for regulatory improvement to eliminate various regulatory should be
provided to facilitate Korean companies’ business environment and
attract the two countries’ active involvement of regional/global GV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other country and the strategy of national development to find out
the industry in which the needs of Korea are common and to support
and foster them jointly. Finally, there is a need for efforts at the governmental and/or private level to expand understanding of the other
country through not only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mutual exchange of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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