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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네시아의 조기탈공업화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요인 분석
-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제조 산업이
위축되는 조기탈공업화 현상을 보이는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기
탈공업화는 선진국의 경제를 따라잡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산업인 제조업을 위
축시키기 때문에 실업률과 빈곤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저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조기탈공업화 요인을 살펴보는 작업은 인도네시
아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조기탈공업화를 설명하는 기존연구는 주
로 개방경제 즉 무역자유화와 금융자유화 그리고 천연자원에 의존함으로 나타
날 수 있는 네덜란드병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개발도상국가 가운데 비슷한 조건 아래에서도 탈공업화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
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
내적인 요소 즉 국가의 산업 정책적인 측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도네시아가 탈공업화 현상을 겪고 있는지를 산업구조, 제
조업 고용인원, 제조상품의 대외 수출비중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 결과 인도네
시아는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가진 태국, 베트남에 비해서 제조 산업의 상대적
으로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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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역수지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존연구와 같이 개방경제 체제가 심화
될수록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조 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태국, 베트남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연구에서 설명하는 개방경제 체제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조기탈공업화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조기탈공업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국내적 특수성 즉 산업정책에
서 찾고 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산업정책은 시장에 자원을 분배하는 시
장 조절적 역할과 산업의 변화·혁신을 주도하는 변동적 조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도네시아의
조기탈공업화는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
서 개방경제 체제에 들어서게 되면서 심화된 결과인 것이다.

핵심이 되는 말: 조기탈공업화, 인도네시아, 산업정책, 제조 산업, 국가의 역할,
개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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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목적
2억 5천만 명이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와 세계 자원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차
세대 BRICs1)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기존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하여 BIICs(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라고 불릴 만큼 높은 성장잠재
력을 인정받고 있다.2)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은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이
1969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어 19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연평균 7%라는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
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5% 내외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세계은행(1993)은 인도네시아를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경제(NIEs) 그리고 태
국, 말레이시아와 함께 고도성장 지역(High Performing Asian Economies :
HPAEs)로 분류하기도 했으며, 2012년도에는 1인당 GDP가 3,500달러를 넘어
서며 중소득국 지위를 확보하였다.3)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이와 같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원
인 중 하나는 제조업의 급격한 성장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을 주도했기 때
문이다.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1980년대 초까
지는 수입대체산업의 중점육성에 따라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
신흥시장의 대표주자인 BRICs국가를 뒤이을 것으로 보이는 신흥시장을 말한다. Post BRICs
로 거론되는 국가 유형으로는 VISTA(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아르헨
티나), 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MIKT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
아프리카공화국)이 있으며 유일하게 인도네시아만 모든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2) 이재호. 정재완. 이장희, 2011.『인도네시아의 주요산업』, KIEP-KOTRA, p.4.
3) 김종길. 윤미경. 2013.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시장
경제연구원, p.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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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GNP성장률인 8%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후
수출지향 산업정책기간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도 제조업은 약
12% 전후의 성장을 기록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기반이자 엔진 역할을 수행
하였다.4)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제조업의 비중과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탈공업화 현상을 보여줌과 더불어 인
도네시아 경제발전 역시 둔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를 나타낸<표 1>에서 2000년대 초반 전체 GDP의
27.7%를 차지하였던 제조업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23.7%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1>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
(단위: %)
연도 1981 1985 1990 1995 2000
명목GDP 100 100 100 100 100
농업
23.6 23.2 19.4 17.1 15.6
광업
22.7 14.0 12.2 8.8 12.1
제조업 12.2 16.0 20.7 24.1 27.7
전기, 가스 0.5 0.4 0.7 1.2 0.6
및 수도
건설
6.0 5.5 5.6 7.6 5.5
도소매· 15.1 15.9 17.0 16.6 16.2
음식 숙박
운송/통신 4.1 6.3 6.3 6.8 4.7
금융
5.0 6.5 7.8 8.7 8.3
공공 행정 7.2 8.2 6.8 5.8 5.0
기타
3.6 4.1 3.6 3.1 4.3
출처: ADB Key indicator 1999, 2014를 통해 재구성

2005
100
13.1
11.1
27.4
1.0
7.0
15.6
6.5
8.3
4.9
5.1

2010
100
15.3
11.2
24.8
0.8
10.3
13.7
6.6
7.2
5.6
4.7

2012
100
14.4
11.8
23.9
0.8
10.4
13.9
6.7
7.3
5.9
4.9

2013
100
14.4
11.2
23.7
0.8
10.0
14.3
7.0
7.5
6.0
5.1

또한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더불어 제조업의 성장
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에는 5.9%로
4)

정영규. 1998. 『인도네시아 경제론』. 한울아카데미,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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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의 성장률과 GDP성장률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
여 2008년에는 3.7% GDP성장률은 물론 농업 성장률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0년 들어 다시 소폭 상승하여 4.9%의 성장률을 보이며 농업보
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이나 전체 GDP성장률에 비
해서는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인도네시아 산업별 성장률

연도 1996 1998 2000 2002 2004
GDP
7.8 -13.1 4.9 4.5 5.0
농업
3.1 -1.3 1.9 3.4 2.8
제조업 10.7 -14.0 5.9 4.3 3.9
서비스업 6.8 -16.5 5.2 5.2 7.1
출처: ADB Key indicator 1999, 2014를 통해 재구성

(단위: %)

2006 2008 2010 2013
5.5 6.0 6.2 5.8
3.4 4.8 3.0 3.8
4.5 3.7 4.9 4.9
7.4 8.7 8.5 7.1

위의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에서의 제조업
비중 감소와 성장률 저하현상은 아래와 같이 인도네시아 경제·금융발전연구소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소장인 디딕 주나에디
라비니(Didik Junaedi Rahbini)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면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성장하던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왜 2000년대에 진
입하면서 경쟁력을 잃으며, 탈공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
서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 현상과 조기탈공업화의 원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 산업구조변혁의 실패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탈공업화 경향과 제
조업 비중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 경제성장률이 6%라면 산업
성장률은 1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성장률은
2~3%에 그치고 있어 제조업 분야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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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의의
탈공업화는 흔히 제조 산업이 성숙한 국가에서 서비스 산업의 증가와 더불
어 나타나는 소비자의 수요 변화로 제조업의 생산력과 비중이 감소되며 나타
나는 현상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산업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제조업의 생산력과 비중이 감소하는 조기탈공업화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목격된다. 선진국의 탈공업화와 다르게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는 주로 제조업 생산력의 저조한 경쟁력과 관련이 있
다.6)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탈공업화는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결과이다. 즉 삶의
수준의 향상과 제조업 상품의 생산력 증가로 2차 산업 분야의 노동자가 서비
스업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7)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조기탈공업화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의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조업은 높은 고용유발효과와 여타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이에 산업연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성장은 건전한 제조업의 뒷받침 없이
는 지속될 수 없다. 게다가 강한 제조업은 외부충격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견고한 제조업의 기반이 없으면 국가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한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에 따라 생산성 제고가 빠른 산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그리고 생산성 증가가 느린 산업과 부가가치가 적은 산업이 결정되기 때
문에 제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5) Tempo.Co.Jakarta. 2013.11.8. “Indonesia Trapped in De-industrialization: Indef”
6) Dani Rodrik. 2015. “Premature Deindustri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2093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2.
7) Shafaeddin, S. M. 2005.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Structure Change or Deindustrialzation?," UNCTAD/OSG/DP/2005/3,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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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지게 되어 성장이 정체된다.
즉 개발도상국에서의 탈공업화인 조기탈공업화는 경제성장의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막대한 실업과 더불어 삶의 질의 하락과 광범위한 빈곤을 유도한
다. 조기공업화로 인해 제조업 분야의 노동자를 감소됨에도 개발도상국은 서
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력을 흡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8) 그렇
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그
국가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편 본 연구는 탈공업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한다. 그 이유는 앞 문제제기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인도네시아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성장국가 가운데서도 높은 성장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산업이 성숙하기
이전에 제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조기탈공업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절 기존연구 분석
(1) 탈공업화에 대한 정의
탈공업화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업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업화란
국민소득에서 제조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며, 제조업 분야에 근무하는 노동자
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제조 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
상을 의미한다.
8) Summer, C F. 1984, Deindustrialization: Restructuring the Economy, Amer Academy of
Political,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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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업화의 반대말로 여겨지는 탈공업화는 전체 GDP대비 제조 산업의
비중이 감소현상 그리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생산량을 비롯한 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제조 산업의 성장이 다른 1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 등 다른 섹터에 비해서 더딘 성장을 보이거나 GDP의 비중 또는 노동자
의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탈공업화 현상이다.9)
한편 케인크로스(Cairncross, 1982)와 레버(Lever, 1991)에 따르면 탈공업화
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첫 번째로 탈공업화는 간단하게 제조업 상품의 생산력 감소와 제조업 분
야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2) 두 번째로 탈공업화는 제조업 단계에서 서비스업 단계로의 전환되어 제
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더 낮은 생산력과 노동자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세 번째로 탈공업화는 제조업 상품의 대외 무역 비율이 감소하여 국제수
지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4) 네 번째로 탈공업화는 세 번째 언급한 무역 적자와 연계하여 무역적자의
축적으로 안정적으로 제조업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품 구입
을 할 수 없게 되어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앨런과 매시(Allen and Massey, 1988)는 탈공업화를 다시 절대적인 감
소(absolute decline)와 상대적인 감소(relative decline)로 나누어서 설명 하였
다. 먼저 절대적인 감소는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생산량, 노동자의 수 그리고
수익과 제조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비록 GDP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무역, 서비스 산업과 같은 다른 경제 영역이 확장됨에도 제
조 산업에서는 총 노동자 수, 제조 산업 영역별 생산량의 절대적인 수치가 실
9)

Ahmad Mansur. 2008. "Is Indonesia Undergoing A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Institute of Social Studies,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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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상대적인 감소는 제조 산업의 매년 성장하지만 다른 경제 영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남으로 상대적으로 생산량과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대적 감소는 전체 GDP대비 제조 산업의
비중 감소와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제조 산업 노동자수의 감소 그리고 전체 수
출에서 제조 산업 수출비중의 감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제조 산업의 상대적인 감소라는 탈공업화의 개념을 통해
서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2) 탈공업화의 요인
탈공업화의 원인은 크게 산업이 성숙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탈공업화와
개발도상국형 탈공업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선진국형 탈공업화
현상을 살펴보면 이를 다시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수요
패턴 변화된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 생산성이 서비스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제조업 부분의 가격이 서비스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
게 하락한다는 점이 있다. 반면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무역확대가 있다. 선진국
과 개발도생국의 교역량이 증가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수입확대가 선진국의 제조업 부분의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해 자국의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국내의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산업이 성숙한 국가에서의 탈공
업화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왔다. 이를 기존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
10) Ahmad Mansur. 2008. "Is Indonesia Undergoing A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Institute of Social Studies,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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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탈공업화에 대한 초기 연구는 클락(Clark, 1957)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클락
은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농, 어업의 수요가 주는 반면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에서는 서비스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제조
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각 산업에 대해 수요가 변화
하는 것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엥겔의 법칙(Engel’s law)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료품에 대한 지출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제조업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이 단계를 넘어 소득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면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결국 클락
은 탈공업화란 소득에 따른 제품 수요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
고 있다.
또한 로톰과 웰스(Rowthom and Wells, 1987)그리고 보몰 등(Baumol et al,
1985)은 탈공업화의 원인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산성의
격차에서 찾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탈공업화는 경제발전에 따라 자연
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의
생산성 보다 더욱 빠른 증가를 보이나 두 산업 사이의 총 산출액은 크게 변하
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 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의 노
동력 흡수율이 높아지는 반면 제조업의 노동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탈
공업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앨더슨(Alderson, 1999)역시 제조업의 생
산력이 증가하고 성숙해지면 2차 산업이 축소되고 3차 산업이 증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탈공업화의 원인을 국
내적인 요인 즉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서 찾고 있으며 탈공업화를 발전되는 경
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한편 로렌스(Lawrence, 1983), 로렌스와 슬로터(Lawrence and Slaughter,
1993), 삭스와 샤츠(Sachs and Schatz, 1994), 우드(Wood, 1994, 1995), 앨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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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erson, 1999)의 연구에서는 탈공업화의 원인을 국제적인 요인에서 설명하
고 있다. 우드는 개발도상국가와의 무역증가로 인해 OECD 국가들이 어떻게
탈공업화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드의 주장에 따르면 주로 노동집약
적 제조업 상품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해오기 때문에 국내의 같은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지고와 해당 산업의 노동자의 수도 감소하게 되는 결
과를 야기한다고 본다. 비록 수출이 증가하는 기술집약적 부분에서는 노동자
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노동자수의 감소보다는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자수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코와 샤츠 역시 미국의 탈공업화에 대한 원인을 국제무역에서 찾는다. 비
숙련노동자의 임금과 산업별 수입구조 그리고 고용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확대로 인해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국
내 유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 국내의 해당산업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앨더슨은 1972-1983년 시기의 영국의 사례를 통해 기업이 낮은 임금과 높은
수익을 위해 해외로 투자를 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고 이는 본국의 해당산업이 부진에 빠지는 원인으로 이어
져 해당산업의 실업문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앨더슨은 1968-1992
년 OECD 18개 국가를 분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와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무
역으로 인해 OECD국가들의 제조업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본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탈공업화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기존문헌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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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진국의 탈공업화 요인
국내적
요인

소득의 상승
기술의 발전

제조업제품 수요
감소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

제조업 생산 비중 과

개발도상국과의

노동집약 제조업

제조업 노동자 비중 감소

국외적

무역증가

경쟁력 감소

요인

해외직접투자

해외이전

증가

분야사업
경쟁력 감소

선진국의 탈공업화에 대한 설명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개발도
상국의 탈공업화의 원인을 무역자유화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의 탈공업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베넬(Bennel, 1998), 샤파에딘
(Shafaeddin, 1995), 누르박하쉬와 팔로니(Noorbakhash and Paloni, 2000), 소
번(Thoburn. 2001) 그리고 스타인(Stein, 1992)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탈산업 야기한다고 주장
한다. 그 이유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국내 기업과 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며 쿼터와 관세에 대한 제한 속에서 국제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국제시장에서의 경
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의 침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
로 산업이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탈공업화가 발생한다고 본다.
에릭 라이너트(2012)역시 1990년대 체코와 브라질의 컴퓨터 산업이 침체되
는 현상과 몽골이 탈공업화 되는 현상을 사례로 무역자유화는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유발한다고 본다. 이는 바넥-라이너트 효과 즉 국제 무역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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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勝者) 제거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상대적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자
유 무역은 후진국에서 가장 앞서 발전한 지식 집약적 산업을 없애 버리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발전한 부문은 수확 체증이 일어나게 됨으로
새로 부상한 새로운 경쟁국가와의 경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본다.
한편 금융시장의 개방도 탈공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장하준과 아일린 그레이블(2008)은 금융의 자유화로 대규모 자본이 급
작스럽게 유입 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를 절상하려는 압력이 가해지며 수
입을 증가시키고 수출을 감소시켜 국제수지 악화라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
다. 이에 제조업의 국제무역 경쟁력이 약화되며 결국 제조업이 위축된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이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는
자원의 저주11)이론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설인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
다. 네덜란드 병은 1950년대 말 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한 네
덜란드가 당시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가치와 물가 상승 그리고 임금 상승으로 인해 다른 제조업의 경
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적 침체를 맞은 것에서 유래한 이론이다.
네덜란드 병은 어느 특정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다른 경제 분야와의 불균형
이 생기며 발생하는 것으로 호황인 산업의 소비가 증가하면 다른 산업의 상품
가격도 상승하게 되며, 실질환율 또한 증가시킨다.12) 비(非)호황 산업의 상품
11) 자원의 자주는 천연자원 많은 국가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경제성장을
보인다는 이론으로 사코와 워너(Sachs and Warner, 2001)의 실증적인 연구이후에 많은 후
속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자원의 저주가 일어나는 원인을 로스(Ross, 1999)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원자재의교역조건은 제조상품에 비해 시간
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자원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저성장을겪게 된다는 프레비시-싱
거 가설이다. 둘째는 가격 변동성으로 원자재는 가격 변동이 심해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 번째 원인은 낮은 연관효과(Linkages)로 원자재 산업은 연관
분야가 적어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추진체로작동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네덜란드 병
으로 원자재 수출로 외화가 한꺼번에 많이 유입되면서 통화가치가 상승하여 다른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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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노동력이 호황인 산업으로 몰려 다른 산업의 공급이 줄
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호황산업의 실질 임금 증가가 다른 경제 분야에 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호황 산업에서 나온 높은 수익과 임금, 조세수입이 비(非)호황 산업에 이동되
기 때문이다.13) 이에 결과적으로 비(非)호황 제품은 물가상승과, 실질환율의
상승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14)
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에 대한 기존이론을 도식화 시키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 요인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네덜란드 병

대외 무역 경쟁력 약화
실질실효환율 상승으로 대외 경쟁력 약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제조업 생산
비중 과
제조업
노동자 비중
감소

(3)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로 아직
까지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아마드 만수르(Ahmad Mansur, 2008)는 인도네시아가 조기탈공업화 현
12)
13)
14)

Corden W, M. 1984. “Booming Sector and Dutch disease economics: survey and
consolidation,” Oxford economic papers, Vol. 36, No. 3, pp.359-380.
Corden W. M. Neary J. P. 1982. “Booming sector and Dutch disease economics.” The
Economic Journal Vol. 92, No. 368, pp.825-848.
Corden W, M. 1984. “Booming Sector and Dutch disease economics: survey and
consolidation,” Oxford economic papers, Vol.36 No.3, pp.35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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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겪는 이유를 기존의 개발도상국의 조기탈공업화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
던 개방경제에서 찾고 있다. 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처방받은
경제자유화로 인해 무역 관세를 줄이거나 낮추는 등 무역자유화를 확대시키면
서 성숙하지 못한 국가 제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본다. 또한 금융
자유화로 인해 외환이 통제 없이 유입되면서 경제위기를 유발하였으며, 국제
균형(external balance)을 악화시켜 국내 제조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킴
으로 결과적으로 탈공업화를 야기한다고 본다.
(4) 기존연구의 한계점
인도네시아의 조기탈공업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탈공업화에 설명과 같이 국외적 요인 즉 개방경제의 측면
에서만 주로 설명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모든 일반화 시켜 설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설명의 한계를 가진다. 일례로 트라이브(Tribe, 2000)
는 1985년부터 1996년 동안 가나와 우간다에서 제조업 상품의 생산량이 다시
회복 되는 것을 설명하며 무역자유화와 탈공업화간의 연계성이 없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고은진(2012)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와 잠비아의 비교를 통해 자원의
저주가 국가의 역할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에 대한 기존 설명이 모
든 개발도상국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은 조기탈공업화를 대외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하고 국내적인 요인 즉 국가의 역할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국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산업정책을 시도 하는가 또 국가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제조 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에 국가의 역할 역시 한 국가의 산업구조 변화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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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
도네시아의 탈공업화 원인을 기존의 논의되던 개방경제가 아닌 국가의 역할
측면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탈공업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시기는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1969년부터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재까지
이다. 인도네시아 산업 구조의 변화와 탈공업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각종문헌 자료 그리고 UNComtrade, ADB(Asian Development
Bank), the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등 국제기구와 국제기관
BP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Indonesia), the Central Bank of
Indonesia, BKPM(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와 같은 인도네시아 공
공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해 2차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
하여 주요 지표를 태국, 베트남과 같이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가
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함으로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현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와 목적, 연구의 의의
를 살펴보고 기존연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 기존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 원인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국가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한 이후 기존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탈공업화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
이때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인 탈공업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의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원인을 기존
연구의 입장 즉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 그리고 원자재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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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보고 태국, 베트남과의 비교를 통해 개방경제가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인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개방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산업정책의 실패측면에서 설명한
다. 마지막 6장에서는 내용 요약과 함께 결론을 제시한다.

- 15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틀
어떤 경제학자든지 산업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 국가의 역할이 논의할만한
주제라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의 정도를 두고 많은 논쟁
이 전개되어 왔다. 국가의 산업개입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고를 약탈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강력한 산업정책이 수행된 동아시아의 성공을 통해 산업정책에
대한 효용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15)
본 장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인 산업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산업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산업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의 잠재적인 문제
점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제1절 산업정책의 정의와 기원
(1) 산업정책의 정의
산업정책이라는 용어는 주제나 목적이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
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협의로는 특정한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라는 의미로 광의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모든 정책을 뜻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진
다.16)
15)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p.225.
16) 민경휘 외. 1996. 『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p.12.
- 16 -

학자들에 따라 산업정책의 정의를 살펴보면 존슨(Johnson, 1984)은 산업정
책의 개념을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경제 내의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위들로 정의한다. 이경태(1996)역시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원, 조정, 규제를
통하여 일반 또는 특정 산업의 생산, 투자, 거래활동에 개입하는 정책 이라고
본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산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산업정
책은 거시정책과 구별되는 공급지행적인 정책이다. 둘째, 산업정책은 생산자원
의 공급과 배분에 정부가 개입함으로 산업 활동을 지원, 조정, 규제하는 것이
다. 셋째, 산업정책은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국가에서 강조되어진다.
이토(Itoh, 1988)는 산업정책을 산업 혹은 부문 간 자원배분이나 조직에 개
입함으로써 국민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으로 정의한
다. 즉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경제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산업과 무역구
조를 창출하려는 정책이며 R&D 및 정보, 위험, 외부성영역의 시장실패를 제
거하는 정책을 말한다.
장하준(2006)은 산업정책을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의 부를 향상시킬 목적으
로 특정 산업이나 부문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려는 정책으로 무역보조금, 인허
가, 신용과 자본 할당, 가격, 투자에 대한 관리 등의 정책을 통해 수행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산업정책이란 국가가 경제 주체들의 시장
진입을 선별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시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고도
화 된 조절을 통해서 이윤과 동기를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산업정책의 기원과 논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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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은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14세기부터 시작된
영국의 모직산업 보호육성정책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은 당시
에 모직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직물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원모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였다.
영국 이외에 주요 선진국에서도 선별적인 산업정책을 19세기는 물론 20세기
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해왔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1970년대 후반 OECD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필
요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부터이다.18)
특정한 산업과 선별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화두에 오
르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신고전학파는 시장
을 통한 경쟁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의 혁신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유용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안정
된 거시경제 환경을 형성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신고전학파의 이와 같은 주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주도형 성장
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보호무역, 금
융재원의 분배, 기술수입과 기술개발 그리고 교육정책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산업을 육성함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신고전학파의 이론·경험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
해석이 등장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인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에 등장한 시장 친화적 해석은 시장의 효율성은 인정하면
17) 현재 선진국의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사례는 아래의 저서를 참고

에릭 라이너트, 김병화 역. 2012.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
전히 가난한가』, 부키.
장하준. 201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18) 우제량. 2011. “개발도상국 산업정책의 유효성과 경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대만, 칠레,
페루 4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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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장친화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였다고 설명하
고 있다. 즉 정보부족에 의한 자본시장의 미비와 낮은 투자, 기업의 지식과 숙
련의 부족 등 시장실패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조정과 외부효과에 대한 개입이 필요했으며 이때 국
가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19) 하지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와 기업을 위한 경쟁적 환경의 마련, 국제무역 개방 그리고 거시경제 안정 등
네 가지 정책에 의한 개입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국가의 개입에는 반대하고 있
다.20) 즉 시장친화적인 주장은 시장실패는 물론 국가의 실패도 경제적 비효율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산업정책 옹호론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시장 작동은 불안정하며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시장을 조정
하기 위한 국가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고전학파의 입장에서는 기술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낳
는다고 본다.
산업정책 옹호론자들은 위와 같은 국가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
해 다시 기술의 습득과 활용의 복잡성을 주장하며 기술의 확산과 심화를 위해
선택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즉 기술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적인 개입이 아닌 선택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비록 보호정책
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기업들에게 경쟁적 압력을 주며, 기술의 숙련과 투자의
위험성을 제거해주며, 기업가들의 역할과 이해관계 그룹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19)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79-104.
20) 정명기. 2002. “대만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보』, 제6권 제1호, pp.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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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기간 내 국가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제2절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정책
본 절에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는 가운데 산업정책이 필요
한 이유를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 찾아보고 어떻게 국가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한편 산업정책은 만능적인 요소가 아
니기 때문에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역시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신고전학파의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의 개념에는 상호의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규모에 대한수확체감
(decreasing returns to scale)21)에서 근거를 들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시장 내에서 일정 수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경제행위자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
국 사전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2)
물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경제행위자들이 다른 경제
행위자의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조절의 문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완전경쟁의 정의 아래에서는 광고나 가격 인하, 생산된 재화나 서
비스에 대한 개선의 노력 등이 모두 불필요한 활동이며, 경쟁적 활동이 의미
21) 규모에 대한수확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은 생산요소의 증가율이 생산량을 상회하
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박은태, 2011).
22)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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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현실 시장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은 불완전한 이론적인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고전학파는 시장 결과의 불확정성에서 나타나는 조절의 문제를 인식
하고 있지만 시장이 사후적인 조절 즉 자연 발생적인 조절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경쟁을 통
해 기업이 파산함으로 결과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결과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파산한 기업의 투자된 자원이 즉각적으로 추가적
비용 없이 다른 부분에 이전된다고 가정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
나 현대 산업 경제하에서 자산은 즉각적으로 철수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금융
자원이 아닌 특수자산(specific assets)이다. 즉 이미 투자한 부분에서 다른 부
분으로 이동할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23)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장에 내재한 조절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우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습의 외부효과(learning externalities24))이고 두 번째는 조정의 외부효과
(coordination externalities)이다.
먼저 학습의 외부효과는 개별적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같은 학습
이 발생하였을 때, 그 학습으로 인한 효과가 해당 기업을 넘어서 다른 기업에
게 까지 확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학습의 외부효과가 증가되면, 개별
기업이 학습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그 이득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조정의 외부효과는 적절한 자원 분배와 투자 조정에서의 실패를 의미한다.
23)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pp.267-275.
24) 외부효과(externalities)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편인이나 부담비용을 의미한다(토다
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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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고전주의학파에서 내세우는 완전경쟁시장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
해 시장을 통한 조정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즉 사회가 투자 리스크를 안음으로써 적정 수
준의 수익률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 예로는 한국이 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택한 산업정책이 있다. 다시 말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25)
(2) 산업정책의 조절적 기능
국가의 조절을 통한 산업정책의 중요성은 크게 수요의 변동 측면과 산업·기
술변동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수요 변동의 조절
수요 변동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의 조절의 불완전성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낭비 즉 거래비용을 국가가 시장참여자들을 중재함으로
써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에서는 흔히 가격 경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기업들이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기위해 싼 가격으로 상품을 내놓기 위해 장
기간의 손실까지 감수하는 것이다. 즉 규모의 경제하에 있는 산업에서는 과잉
투자 또는 저투자가 만연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은 조직화과 잘 되어있
지 않고 상호의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은 이러한 과잉투자 혹
은 저투자의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26)
25) 대니 로드닉.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pp.144-147.
26) 대니 로드닉.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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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가정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참여
자들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른 경쟁자들이 해
당 산업에 상당수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잠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산업
으로의 진출을 자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는 상당히 적을 것이고 저투자와 낮은 생산량이 나타나게 될 것이
다. 두 번째는 산업에 진출하려는 참여자들이 해당 산업으로 많은 경쟁자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첫 번
째 경우와는 반대로 해당 산업에 대해 과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과잉
투자가 발생하면 가격 인하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모든 상품 공급자가 어려
움에 빠질 수 있다.27)
이와 같은 저투자와 과잉투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해당 산업에 개입함으로 잠재적인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을 중
재하거나 강제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조절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정보조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C산업에 투자해야하고 B기업이 D산업에 투자해
야 하는 상황은 조정을 통해서 또는 구제·수익률 보전과 같은 약속을 통해 투
자를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신규산업에
대한 투자보장을 암묵적으로 제공함으로 몇몇 산업을 출범시켰다.28)
한편 새로운 산업의 출범 과정이 아닌 적정 생산 규모 산업에서도 경기침
체, 수입품의 증가, 원자재 가격의 변화, 불황 등의 이유로 인해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 생산을 제한하는 신뢰할만
할 불황카르텔을 형성함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통해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첫째, 기업 간의 가격 경쟁은 일부 기업의 파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27)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pp.274-286.
28) 대니 로드닉.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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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카르텔을 통해 파산을 막음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배분
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업들의 가격 경쟁을 통해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 규모가 줄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29)
하지만 수요 침체가 장기적인 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퇴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메커니즘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 어떤 기업도 자신들의 기업이 해당산업에서 먼저 퇴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격 경쟁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시장
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가 기업의 퇴출과 설비의 폐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 일부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물러나게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대 일본의 섬유 산업에서 이와 같은
방법이 활용되었던 적이 있다. 둘째는 해당 산업의 모든 기업들이 생산 설비
폐기 협정을 이끌어내 생산능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국가의 개
입에 따라 시장을 분할하여 기업의 영역을 나누는 방법이 존재한다.30)
산업·기술 변동의 조절
산업의 생산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견이 필요하며,
시장이 성숙해 나가면서 기업가들은 새로운 제품을 실험하고 해외의 기술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도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활동을 하기위한 부
담은 높은 반면 기업가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매우적다. 새로운 사업에 실패
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기업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성공
29)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pp.274-286.
30)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pp.27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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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둔다면 새로운 발견으로 얻은 결과를 다른 기업가들과 나누어야 하기 때
문이다. 즉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이익은 사회가 가지게 되는 정보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31)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는 그 이유는 기업들이
해당기업의 경험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 발견에
나서는 기업가가 많지 않아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한편 미성숙 단계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실험이 필요
하다. 이에 국가는 기업들이 실험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세, 특허시스템과 같은 수단 외에도 국가가
정보의 외부효과를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32) 또한 국가
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기술의 혁신을 증대하는데도 공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산업에 더 많은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대학 또는 공공 연구소의 연구를 지원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함으
로 국가 전체적인 기술의 향상을 도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을 통해 선진국의 산업을 따라잡은 대표적인 사례는 일
본과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금융의 지원을 바탕
으로 한 중화학공업화 전략으로 한국의 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33) 일본
과 대만 역시 산업정책을 통해 각각 자동차, 철강, 전자 산업 그리고 전자와
화학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34) 또한 현재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도 국가의 투자 계획, 금융통제, 무역통제, 산업 근대화
를 위한 보조금 방식으로 산업을 발달시킬 켰다.
31) 대니 로드닉.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pp.147-151.
32)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pp.286-301.
33) 류석춘. 장상철. 2001. “재벌정책의 정치경제.” 『한국정치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울아카데
미, pp.298-304.
34) 장하준. 아일린 그레이블. 2008.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부키,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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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유효성
앞선 절에서 본 연구는 산업정책이 산업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존 선진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
해 활용한 보조금, 금융적 지원, 관세나 무역장벽과 같은 산업정책은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직접적인 기업
에 대한 지원의 금지와 관련된 규칙이 강화되고 있어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수
단이 많이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 아래에서도 여전히 선별적으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의 여지는 있으며, 완전히 적법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존재
한다. 이는 모든 보조금이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농업, 지역발전, 기초
연구개발, 환경 관련 기술 개선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허용된다. 즉 보조금
이 기술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국내 정책이 발휘될 여지는 충
분하다고 볼 수 있다3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이 국내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을 활기차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생산성장에서는 어떻게 자본을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하
기 때문이다.36) 이에 개발도상국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계화 시
대에서도 산업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
(3)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위한 조건
35)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pp.225-319.
36) Reich, R. 1982. “Why the U.S. Needs an Industrial Policy.”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1982. (https://hbr.org/1982/01/why-the-us-needs-an-industrial-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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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본 절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시장의 실패 즉 정보의 외부
효과와 조정의 외부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조절 수단으로 정부의 개입인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산업정책의 실행을 저해하는 요소 또한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국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많은 정보를 보
유하며, 국가는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어떤 기회와 한계가 존재하는지 계속적으로 정보를 얻어야 한
다. 즉 정부에서만 일방적으로 만든 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으며
산업정책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내재되어야 한다.37)
둘째로 산업정책에서는 부패와 지대추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
다. 새로운 산업을 촉진하는 지원 시스템은 언제나 비양심적인 기업가와 관료
가 이익을 착복하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한다. 즉 관료와 기업가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할 필
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살펴본 국가와 시장 간의 정보교류
의 필요성이라는 부분과는 상충된다. 상호독립과 상호연계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독립을 지나치게 중요시할 경우에는 부패의 문
제를 줄일 수 있지만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은 실패할 것이
다. 반면 상호연계를 지나치게 중요시할 경우는 관료와 기업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패와 지대가 형성되어 공적인 합법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38)
국가와 시장영역의 적절한 상호연계 그리고 상호독립이라는 균형을 잡는 것
이 산업정책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일 일 것이다. 산업정책은 앞서서도
37) 대니 로드닉.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pp.156-160.
38) 대니 로드닉.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pp.1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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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듯이 만병통치약적인 요소가 아니다. 산업정책도 비용이 존재하고 그
비용이 산업정책으로 인해 만들어내는 이익보다 큰 경우가 존재한다. 즉 시장
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국가의 산업에 대한 조절은 시장이 조
절할 때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개입의 오류(error of commission)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39)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전략적으로 협동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를 모아 사회 어느 영역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지 파악하
고 올바른 산업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해결의 책임
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가 장착되어 있다면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능력과 투명성을 갖춘 정부의 존재
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존재하는 한편 정치인이 부정축재를
일삼는 콩고와 같은 나라도 있다. 콩고와 같은 경우라면 아무리 정책 개입을
잘 고안해도 긍정적인 산업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40)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산업정책이 조절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국가와 시장 간의 불균형과 제도적인 부족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제3절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목적은 인도네시아가 탈공업화 현상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아직 산업의 성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도
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왜 조기탈공업화가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9)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부키, p.319.
40) 대니 로드닉.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pp.1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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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문헌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선진국들의 탈공업화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자유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와 같은 개방 경
제와 네덜란드 병과 같은 유형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연구의 한계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대외적인 요인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인도네
시아의 탈공업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 <그림 3>과 같은 연구의 틀을
제시한다.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시장의 불안정성을 조절하여 국내 산업을 육
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 즉 산업정책의 실패와 미비에서 찾는다. 즉 인도
네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산업정책으로 인한 낮은 산업 경
쟁력 속에서 WTO 체제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산업정책인 선별적 산업 투
자, R&D 및 인프라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등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에
2000년대 세계화로 인한 개방경제가 심화될수록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산업정책의 실패 속에 자유무역
의 확대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상품의 경우 선진국의 상품으로 대체되고 기
존의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은 새롭게 등장하는 개발도상국에 의해 경쟁력을 읽
게 만든다. 또한 금융의 자유화로 인한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국내 실질실효환
율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제조업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게 되며 국내 제조 산업의 비중을 감소시키게 된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는 아직도 자원 산업에 많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천연자원이 인도네시아 경제
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이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산업구
조에서 1차상품의 비중의 다시 증가하게 되는 반면 임금, 물가상승 등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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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줄어 결국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3> 연구의 틀
비효율적이고 미비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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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3장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현상
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실질적으로 탈공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
한다.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비슷한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태국,
베트남의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별 고용 비중의 변화, 제조업 상품의 대외 무
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산업구조의 변화
탈공업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제조 산업의 비중감소이다.
인도네시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에 기반 한 수출진흥전략을 통해 급격
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1997년 갑작스러운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었고 이후 제조업도 축소되었다. 즉 인도네시아의 제조 산업은
아시아 외환위기를 터닝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다.41)
이는 아래 국가별 GDP대비 제조업 비중의 추이를 나타낸 아래 <표 3>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의 비중은 1981년 12.2%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27.7%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23.7%의 비중을 보이며 2000년 대비 4% 하락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 태국의 제조업 비중은 1981년 22.6%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1.3%를 기록한 후 최근 29.1%로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경
우 제조업의 비중이 2005년 18.8%까지 상승한 후 2012년 17.4%로 1.4% 하락
41) H, Hill. M.E Khan. and J, Zhuang. 2013. Diagnosing the Indonesian economy: toward
inclusive and green growth, London: Anthem Press, pp.1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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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이후 2013년 다시 17.5%로 제조업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표 3> 국가별 GDP대비 제조업 비중 추이
국가 1981 1985 1990 1995 2000
인도네시아 12.2 16.0 20.7 24.1 27.7
태국
22.6 21.9 27.2 28.2 28.6
베트남
- 12.3 15.0 18.6
출처: ADB Key indicator 1999, 2014를 통해 재구성

(단위: %)
2005
27.4
29.9
18.8

2010
24.8
31.3
18.0

2012 2013
23.9 23.7
29.1 17.4 17.5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동일한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시기 이후로
도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한 사실과 베트남의 제조업의 비중이
2000년대 후반 소폭 하락하였지만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비중이고 최근 다시
상승하였다는 사실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비중의 감소가 비슷한 경제구조
의 국가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축소현상은 아래 <표 4>에서와 같이 품목별 제조업
구조를 통해 보다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제조업의 비중은 식품·음료·담배가 38.2%를 기록하는 등 천연자원에
의존한 제조상품의 비중이 높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출진흥전략을 통해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1990년에는 식품·음료·담배 산업의
비중이 23.3%으로 줄어든 반면 섬유·가죽제품·신발의 비중은 19.7%로 증가하
였다. 한편 1990년대에는 교통장비·기계·장치와 같은 중공업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2000년에는 27.0%로 전체 제조업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품목별 제조업의 비중은 다시
변화하였다. 식품·음료·담배의 비중이 다시 증가해 2000년 21.2%에서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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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까지 증가하였고 비료·화학·고무의 비중이 같은 기간 14.8%에서 20.5%
로 증가하면서 1차 자원에 기반 한 산업 비중이 높아진 반면 중공업 부분인
교통장비·기계·장치의 비중은 2000년 27.0%에서 2009년 21.9으로 큰 폭 하락
하였다. 또한 노동집약형 제조업인 섬유·가죽제품·신발의 비중역시 2000년
16.1%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12.6%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인도네시아 제조업 상품별 비중 추이

1980 1985 1990 1995
식품·음료·담배 38.2 32.6 23.3 22.3
섬유·가죽제품· 13.3 14.0 19.7 17.8
신발
목재·목공품 5.7
8.7 12.1
8.2
제지
4.0
3.8
4.7
4.8
비료·화학·고무 18.0 16.0 12.8 13.1
시멘트·비금속 4.2
5.0
3.8
3.6
광물
철·광물
3.1
7.2
8.0
7.5
운수장비·
13.4 12.5 15.5 21.9
기계·장치
기타 제조품 0.1
0.2
0.5
0.7
출처: H. Hill, M.E Khan, and J. Zhuang(2013: 188)

2000
21.2
16.1
5.4
6.3
14.8
3.5
3.6
27.0
2.1

2005
24.7
11.9
3.9
7.7
17.2
5.1
2.7
24.8
1.9

(단위: %)
2009
25.3
12.6
2.3
6.8
20.5
5.0
3.4
21.9
2.2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이 비슷한 환경을 가진 태국,
베트남에 비해서 감소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국민
계정에서의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 안에서도 중공업 산업과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의 비중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뚜렷이 감소하고 자
원 의존적 제조품의 비중이 다시금 증가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탈공업
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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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조업 고용인원 비중
탈공업화 현상을 분석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의
비중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에 고용 인원의 비중은 1981년에는 전에 고용인원 가운데 7.8%에 그쳤
지만 이후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는 12.5%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의 비중이 소폭 감소해 11%대를 유지하였다. 비록 2012년에 제조업 종사자가
증가하여 13%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다시 소폭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보다 다소 낮은 12.2%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태국의 경우에는 1981년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의 수가 7.1%로
인도네시아에 비해 낮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인 2005
년에는 15.5%까지 상승하였다. 비록 이후 2010년에는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13.8%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13년에는 14.7%로 외환위
기 이전에 비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고용인원 비중이 1990년 7.8%에서
2005년 17.0%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록 2010년 13.1%로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제조업의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되는 추세로 2013년에는 13.7%
를 기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조업 고용인원의 비율을 통해서 비록 인도네시아 제조업 종사
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는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제조업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태국, 베트남에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 이전의 제조
업 노동자 비율에 비해 소폭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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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별 제조업 고용인원 비중 추이
국가 1981 1985 1990 1995 2000
인도네시아 7.8 9.1 9.9 12.5 12.2
태국
7.1 7.6 9.9 13.3 14.0
베트남
- 7.8 7.9 9.1
출처: ADB Key indicator 1999, 2014를 통해 재구성

(단위: %)
2005
11.3
15.5
17.0

2010
11.9
13.8
13.1

2012
13.0
14.5
13.6

2013
12.2
14.7
13.7

제3절 제조상품의 대외무역
케인크로스(Cairncross, 1982)와 레버(Lever, 1991)는 제조업 분야의 위축으
로 인해 대외무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도 탈공업화의 한 현상으로 본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제조상품의 대외무역 비율과, 무역수지를 살
펴봄으로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SITC 상품단위별 수출량과 비중을 나타낸 아래 <표
6>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3단위(광물성 연료·윤활유 및 관련물질)의 수출비
중이 전체 수출의 71.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가죽, 섬유, 고
무 제품이 포함된 노동집약적인 제조상품인 6단위(제조제품)의 비중은 2.8%에
그쳤으며 기계, 부품,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7단위(기계 및 운수
장비)와 기타 제조제품은 8단위의 비율은 각각 0.5%로 미비한 수준이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제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3단위(광물성 연료·윤
활유 및 관련물질) 상품은 2000년을 기준으로 25.2%로 1980년에 비해 46.7%
가 감소하였다. 반대로 제조업 상품인 6단위, 7단위, 8단위 상품은 같은 기간
각각 19.9%, 17.3%, 16.0%로 증가하면서 제조업 상품이 전체 무역에서 과반이
넘는 53.2%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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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도네시아의 SITC42) 상품단위별 수출량, 비중 (단위: 백만달러, %)
1980 1985 1990
1,382 2,290
0 1,290
(5.9) (7.4) (8.9)
60
48
135
1
(0.3) (0.3) (0.5)
3,569
1969
2 (16.3) 1,403
(7.5) (7.7)
15,744
12,757
3 (71.9) (68.6) 11,239
(43.8)
284
414
420
4
(1.3) (2.2) (1.6)
82
209 619
5
(0.4) (1.1) (2.4)
614 1,804 5,672
6
(2.8) (9.7) (22.1)
109
98
370
7
(0.5) (0.5) (1.4)
119 437 2,833
8
(0.5) (2.4) (11.0)
32
31
124
9
(0.1) (0.2) (0.5)
출처: UNComtrade를 통해 필자 작성

1995
3,584
(7.9)
195
(0.4)
5,033
(11.1)
11,508
(25.3)
1,383
(3.0)
1,525
(3.4)
10,438
(23.0)
3,829
(8.4)
7,874
(17.3)
45
(0.1)

2000
3,503
(5.6)
234
(0.4)
4,317
(6.9)
15,682
(25.2)
1,772
(2.9)
3,166
(5.1)
12,338
(19.9)
10,768
(17.3)
9,947
(16.0)
391
(0.6)

2005
4,574
(5.3)
342
(0.4)
9,016
(10.5)
23,716
(27.7)
5,026
(5.9)
4,493
(5.2)
14,401
(16.8)
13,602
(15.9)
10,272
(12.0)
213
(0.2)

2010
8,276
(5.2)
714
(0.5)
20,270
(12.8)
46,764
(29.6)
16,607
(10.5)
8,163
(5.2)
21,946
(13.9)
19,622
(12.4)
14,230
(9.0)
1,181
(0.7)

2013
10,961
(6.0)
1,017
(0.6)
19,275
(10.6)
57,395
(31.4)
19,924
(10.9)
10,978
(6.0)
22,002
(12.1)
22,138
(12.1)
17,039
(9.3)
1,819
(1.0)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이후로는 제조업 상품의 수출비중이 지속
적으로 감소하며 노동집약형 제조업인 6단위 상품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12.1%,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7단위 상품 역시 12.1%, 기타 제조상품인 8단위
상품의 비중은 9.3%까지 하락하며 전체 수출 비중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42)

SITC는 무역상품 분류를 위한 표준국제무역분류방법(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으로 1단위 상품별 코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0: 식품 및 산 동물, 1: 음
료 및 담배, 2: 비식용 원재료, 3: 광물성 연료·윤활유 및 관련물질, 4: 동식물성유지 및 왁
스,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6: 제조제품, 7: 기계 및 운수장비, 8: 기타 제조제품, 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품 및 취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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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33.5%로 2000년에 비해서 19.7% 하락하였다. 이와는 상반되게 3단위
(광물성 연료·윤활유 및 관련물질) 상품의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13년 31.4%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태국의 경우는 아래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0년에는 0단위
(식품 및 산 동물)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였고 노동집약적 제조 상품인 6단위의 비중이 21.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났다. 반면 고부가가치 상품인 7단위 상품과 기타 제 조 상품인 8단위 상품의
비중은 각각 6.0%, 6.8%로 저조한 비중을 차지했다.
0단위 상품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1.9%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는 6단위 상품은 외환위기 이전까
지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 11.7%를 기록한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여 2013년
에는 12.9%까지 증가하였다. 7단위 상품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5년까
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4.7%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3년 41.7%를
기록하고 있다. 기타 제조업인 8단위 상품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
년 23.9%까지 성장했지만 이후 2013년에는 8.7로 감소하였다.
제조업 상품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0년 34.5%에서 외환위기 직
후인 2000년에는 69.8%까지 상승하였다. 비록 2000년대 중반이후 제조 산업의
수출 비중은 6.5%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 감소의 비중은 기타 제조업에서 대
부분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63.3%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상품별 수출량과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표 8>을 살펴보면
1997년에는 8단위(기타 제조제품) 상품의 비중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0단위(식품 및 산 동물) 상품의 수출 비중이 29.1%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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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태국의 SITC 상품단위별 수출량, 비중
1980 1985 1990
2,898 3,160 6,494
0 (44.6)
(44.4) (28.2)
68
60
89
1
(1.0) (0.9) (0.4)
932 739 1,314
2 (14.3)
(10.4) (5.7)
41
98
192
3
(0.6) (1.4) (0.8)
11
22
6
4
(0.2) (0.3) (0.0)
48
94
465
5
(0.7) (1.3) (2.0)
1,413
1,240 3,171
6 (21.7) (17.4)
(13.7)
388
637
5,066
7
(6.0) (9.0) (22.0)
444 982 5,991
8
(6.8) (13.8) (26.0)
258
85
275
9
(4.0) (1.2) (1.2)
출처: UNComtrade를 통해 필자 작성

1995
10,689
(18.9)
143
(0.3)
3,232
(5.7)
409
(0.7)
23
(0.0)
2,143
(3.8)
3,768
(12.0)
18,990
(33.6)
13,484
(23.9)
552
(1.0)

2000
9,666
(14.0)
172
(0.3)
2,708
(3.9)
2,206
(3.2)
76
(0.1)
4,078
(5.9)
8,027
(11.7)
29,996
(43.6)
9,950
(14.5)
1,935
(2.8)

(단위: 백만달러, %)

2005
12,374
(11.2)
253
(0.2)
5,622
(5.1)
4,767
(4.3)
171
(0.2)
8,912
(8.1)
13,637
(12.4)
49,192
(44.7)
13,351
(12.1)
1,826
(1.7)

2010
23,938
(12.3)
668
(0.3)
11,158
(5.7)
9,643
(4.9)
377
(0.2)
16,931
(8.7)
23,800
(12.2)
82,408
(42.2)
19,870
(10.2)
6,512
(3.3)

2013
27,246
(11.9)
1,281
(0.6)
12,209
(5.3)
14,315
(6.3)
817
(0.4)
24,362
(10.7)
29,585
(12.9)
95,396
(41.7)
19,973
(8.7)
3,338
(1.5)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0단위 상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
는 13.8%까지 감소한 반면 6단위(제조제품)의 비중은 1997년 5.7%에서 2013
년 10.4%로 증가하였고 7단위(기계 및 운수장비) 상품의 비중역시 1997년
7.0%에서 2013년 32.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비록 기타 제조상품인 8단위
의 비중은 2010년 34.5%까지 상승하였지만 2013년 28.3%로 감소하였지만 제
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1997년 43.3%에서 2013년 71.3%로 크게 상승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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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베트남의 SITC 상품단위별 수출량, 비중
1997*
2000
2005
2,674
3,536
6,333
0
(29.1)
(24.4)
(19.5)
20
17
149
1
(0.2)
(0.1)
(0.5)
351
379
1,223
2
(3.8)
(2.6)
(3.8)
1,649
3,824
8,358
3
(18.0)
(26.4)
(25.8)
24
61
17
4
(0.3)
(0.4)
(0.1)
94
138
533
5
(1.0)
(1.0)
(1.6)
519
779
2,154
6
(5.7)
(5.4)
(6.6)
642
1,252
3,129
7
(7.0)
(8.7)
(9.6)
2,815
4,021
10,403
8
(30.6)
(27.8)
(32.1)
390
470
144
9
(4.3)
(3.2)
(0.4)
* 확인 가능한 데이터인 1997년도부터 작성
출처: UNComtrade를 통해 필자 작성

(단위: 백만달러, %)

2010
13,427
(18.6)
301
(0.4)
3,293
(4.6)
7,979
(11.0)
106
(0.1)
1,875
(2.6)
8,395
(11.6)
11,476
(15.9)
24,918
(34.5)
462
(0.6)

2013
18,248
(13.8)
538
(0.4)
4,736
(3.6)
9,685
(7.3)
258
(0.2)
3,829
(2.9)
13,787
(10.4)
43,030
(32.6)
37,313
(28.3)
605
(0.5)

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현상을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 제조
업 노동자의 비중, 제조상품의 대외 수출 비중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경제
환경에 있는 태국, 베트남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며 2010년까지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한 태국과 2000년대 중반
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소폭 하락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
이는 베트남에 비해서 전체 국가계정 가운데 제조업 비중의 뚜렷한 감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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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도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소폭감소 또는 정체되어있는 경향을 보이며 2000년대 중반이후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
는 태국, 베트남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상품의 대외수출 비중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에는 5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33.5%로 2000년에 비해서 19.7% 감소하였다. 한편 태국
의 경우에도 전체 수출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69.8%
였으나 2013년에는 63.3%로 감소하였지만 연도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
고 있으며 6.5% 감소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감소하
며 같은 시기 19.7% 감소한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제조업의 대외 수출 약화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0년 41.9%에서 기타 제조상품인 8단위를 제외하곤 지속적
으로 상승하며 2013년에는 71.3%로 29.4%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서는 전체 국민계정 가운데 제조업의 생산비중, 제
조업의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 그리고 제조상품의 대외 수출이 감소되어가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가진 태국, 베트남에 비해서도 그 정
도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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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방경제와 탈공업화
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를 설명하기 위한 기존의 개발도상국형
탈공업화 요인이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요인
들이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태국, 베트남과
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무역자유화와 탈공업화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설명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무역자유화에
서 찾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관세 그리고 국내기업 상품에 대
한 지원의 제한 속에서 국제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발도
상국은 국제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요 산
업의 침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조기탈공업화가 발생한다.43)
이에 본 절에서는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를 감축 또는 철회하는 자유무역협
정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
고 주요 무역 국가들과의 무역수지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대외 경
쟁력이 약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외교역규모 변화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무역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자유무역은 1993년 1월 아
세안 자유무역지역 즉 아프타(ASEAN Free Trade Area: AFTA)와 농산품에
대한 관세, 보조금을 감소하자는 우르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아시

43) Shafaeddin, S. M, 2005.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Structure Change or Deindustrialzation?,“ UNCTAD/OSG/DP/2005/3,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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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평양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고르 선언
(Bogor Declaration) 그리고 1990년대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역 탈규제 정책에
의해 시작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유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은
1997년 IMF에 의한 구조조정 정책이다. IMF와의 협정에 의해 시행된 관세와
보조금의 인하 정책은 인도네시아를 세계자유 시장경제체제에 들어서게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이후 ASEAN 차원에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아래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서 살펴본 아세안 자유
무역협정 이외에도 중국과의 ASEAN-중국 자유무역지역(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이 2005년 7월 발효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전체 상품가
운데 90%이상 관세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과 ASEAN-한국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 AKFTA)을 체결하여
2010년까지 무역거래 재화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
폐 시켰다. 양자차원에서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2007년 8월 인도네시아-일본
경제연대협정(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JEPA)에
서명하여 2008년 7월부터 정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표 9> 인도네시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유무역협정
AFTA
ASEAN-중국 FTA

발효시기
1993년 1월
2005년 7월

ASEAN-한국 FTA

2007년 6월

인도네시아-일본 EPA

2008년 7월

출처: 코트라(KOTRA)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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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010년까지 관세철폐
2010년까지 모든 무역거래 재화의
90% 이상이 무관세
2010년까지 무역거래 재화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인도네시아는 무역재화의 80%를
즉시 관세 철폐시키고 나머지
10%를 향후 10년 내 무관세 적용

위와 같은 협정에 기반 해 인도네시아의 무역규모는 연도별 무역량을 나타
낸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 327억 달러에서 2013년 3,691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시기별로는 1980년대는 이렇다 할 증가를 보이지 못했
지만 1990년도 무역규제완화 움직임과 더불어 10%대 이상의 무역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비록 IMF의 여파로 1990년대 후반에는 대외 무역규모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이후 다양한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체결과 더불어 다시 10%대 이상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상이 완성되는 2010
년 무역규모는 2005년 1,433억 달러에서 2,934억 달러로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인도네시아 연도별 무역규모
(단위: 백만달러, %)
1980 1985 1990
수 출 21,909 18,587 25,675
수 입 10,834 10,259 21,837
합 계 32,743 28,846 47,512
증가율 -3.1 13.3
출처: UNComtrade를 통해 필자 작성

1995
45,418
40,629
86,047
16.0

2000
62,124
33,515
95,639
2.7

2005
85,660
57,701
143,361
11.7

2010
157,779
135,663
293,442
19.6

2013
182,552
186,629
369,181
12.2

태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수출촉진적인 외자유치정책과 함께 수출세의 인
하, 환율인상, 수입관세 인해, 수입규제 완화 등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으며 1985년 플라자합의44) 이후 일본의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개방경제하에서 공업화가 발전하였다. 특히 1988년 출범한 찻차이 정권은 금
융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유치 및 산업화
를 본격화하였다.45)
44) 미국의 달러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맺은 합
의로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현상으로 수출이 감소되자 우회수출을 하기 위해 동남아
시아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권율 외, 2002).
45) 권율. 김윤경. 2002.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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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2000년대 들어 ASEAN차원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다양한 국가들과 맺었다. 아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국은
ASEAN 차원에서는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인 AFTA, ASEAN-중국 FTA,
ASEAN-일본 CEP, ASEAN-한국 FTA 그리고 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
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
AANFTA)을 체결하였다. 독자적인 차원에서는 2003년 인도, 2005년 태국과
뉴질랜드, 2007년 태국, 2011년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며 다양한 국가
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표 11> 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유무역협정
AFTA
태국-인도 FTA
태국-호주 FTA
태국-뉴질랜드 EPA
ASEAN-중국 FTA
태국-일본 EPA

발효시기
1993년 1월
2003년 10월
2005년 1월
2005년 6월
2005년 7월
2007년 11월

ASEAN-일본 CEP

2009년 6월

ASEAN-한국 FTA
2010년 1월
ASEAN-호주-뉴질랜드 2010년 11월
FTA
태국-페루 FTA
2011년 12월
출처: 코트라(KOTRA)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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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010년까지 관세철폐
과일, 수산물, 보석 관세 면제
호주는 2015년, 태국은 2025년까지
관세 면제
뉴질랜드는 2015년, 태국은
2025년까지 관세 면제
2010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또는
인하
일본은 2018년까지 전체상품의 90.16%
관세 면제, 태국은 2018년까지
전체상품의 86.17% 관세 면제
한국은 2010년까지 전체상품의 85.51%
관세 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면제

태국 2020년까지 전체상품의
98.80% 관세 면제
전체 상품의 70% 관세 면제

위와 같이 수출촉진정책과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태국의 무역규모
는 아래 <표 10>과 같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사용한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 무역규모는 56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63억 6400천만 달러의 무
역규모를 달성한 1985년에 비해 연평균 36.28%라는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비
록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의 무역규모는 1995년에 비해 연평균 0.68% 증가
라는 미비한 성장을 보였지만 이후 2000년대 다양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지속
적으로 연평균 10% 중반대의 무역규모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태국의
2013년 무역규모는 4792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59억 5900만 달러였던
1980년에 비해 47배 성장하였다.
<표 12> 태국의 연도별 무역규모

1980 1985 1990
수 출 6,505 7,121 33,068
수 입 9,454 9,243 33,371
합 계 15,959 16,364 56,440
증가율 0.63 36.28
출처: UNComtrade를 통해 필자 작성

1995
56,439
70,780
127,220
22.53

2000
68,818
61,921
130,740
0.68

(단위: 백만달러, %)

2005
110,110
118,164
228,274
14.95

2010
195,311
182,393
377,704
13.42

2013
228,527
250,708
479,235
9.14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경
제체제에 돌입하였다. 이후 1996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인 AFTA에 가입하고
2001년 미국과 경제 관계를 정상화를 통해 대미 수입관세를 기존 평균 40%에
서 4%대로 대폭 하락시켰다. 2006년에는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하며
2013년까지 총 10,689개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 관세율을 17.4%에서 14%로
인하시켰다.
한편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SEAN 차원에서는 앞서 살펴본 ASEAN 회원국 간의 AFTA 이외에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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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ASEAN-중국 FTA, 2007년 ASEAN-한국 FTA, 2008년 ASEAN-일본 경
제연대협정, 2010년 ASEAN-호주-뉴질랜드 FTA와 ASEAN-인도 FTA를 발
효시켰으며, 양자 차원에서는 2009년 베트남-일본 EPA, 2012년 베트남-칠레
FTA를 시행하고 있다.
<표 13>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유무역협정
AFTA
ASEAN-중국 FTA
ASEAN-한국 FTA

발효시기
1996년
2005년 7월
2007년 6월

ASEAN-일본 CEP

2008년 12월

베트남-일본 EPA
ASEAN-호주-뉴질랜드
FTA
ASEAN-인도 FTA

2009년 10월

베트남-칠레 FTA

2012년 10월

2010년 1월
2010년 1월

출처: 코트라(KOREA) 국가정보

특징
2015년까지 품목의 93% 관세 철폐,
2018년까지 관세 전면 철폐
2015년까지 품목의 85% 관세 철폐,
2018년까지 품목의 90% 관세 철폐
2013년까지 품목의 50% 관세 철폐,
2015년까지 품목의 90% 관세 철폐
2019년까지 품목의 62.2% 관세
철폐, 2025년까지 품목의 88.6%
관세 철폐
2020년까지 품목의 84.7% 관세
철폐, 2026년까지 품목의 92% 관세
철폐
2017년까지 품목의 71% 관세 철폐,
2020년까지 품목의 78% 관세 철폐
2018년까지 품목의 85% 관세 철폐,
2020년까지 품목의 90% 관세 철폐
발효 후 10년까지 품목의 83.89%
관세 철폐, 15년까지 품목의
88.55% 관세 철폐

베트남의 개방과 다양한 협정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무역규모는 <표 14>에
서 확인할 수 있듯 1997년 207억 7700백만 달러에서 2013년 2670억 6600백만
달러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직전 연도 대비 연평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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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은 2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무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모든 국가에서 개방정
책이 시행되고, 자유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모
습을 통해 개방경제가 무역규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14> 베트남의 연도별 무역규모

1997*
2000
2005
수출
9,184
14,482
32,447
수입
11,592
15,636
36,761
합계
20,777
30,119
69,208
증가율
20.40
23.12
* 확인 가능한 데이터인 1997년도부터 작성
출처: UNComtrade를 통해 필자 작성

(단위: 백만달러, %)

2010
72,236
84,838
157,075
22.74

2013
132,032.8
132,032.5
264,066
29.66

(2) 제조업 상품의 대외경쟁력 변화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의 확대로 제조업의 대외 수출이 약화되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상품별 무역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의 상품별 그리고 주요 무역 국가별 무역수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의 확대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살
펴본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전체교역과 주요 무역대상국인 중국, 일본, 한국
과의 무역수지는 아래 <표 15>와 같다. 인도네시아의 총 무역수지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00년에는 286억 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3년에는 40억 7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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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데는
제조상품의 무역적자가 큰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제조 상품의 무역적자가
완화되어 2000년에는 섬유, 가죽과 같은 6단위 상품과 신발 등 기타제조품이
포함된 8단위 상품의 흑자에 힘입어 제조상품이 178억 2600만 달러 흑자를 기
록하였지만 이후 2005년에는 흑자의 폭이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고부가가치
제조상품이 포함된 7단위 상품의 큰 적자로 인해 제조상품 무역에서 162억
4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제조상품의 적자폭은 더욱 증가하여 2013
년에는 307억 68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원자재와 같은 1차상
품의 무역수지 흑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1990년에는 제조상품 무역수지가 1억
6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적저로 전환되었으며 적자의 폭이 2010
년에는 140억 9400만 달러로, 2013년에는 212억 24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
다.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2000년에는 제조업 무역수지가 3억 800만 달러 흑자
를 기록하며 1990년대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이후 적자로 전환되어 적자의 폭
이 2005년 11억 400만 달러에서 2013년 84억 5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
과의 교역에서도 제조상품의 무역수지가 1995년 9억 9300만 달러 적자에서
2005년 1억 9000만 달러 적자로 완화되었지만 이후 다시 적자의 폭이 2013년
에는 49억 45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
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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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인도네시아의 상품·국가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국가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총 교역 3,838 4,789 28,609 27,959 22,116 -4,077
1차상품
0단위
1단위
2단위
전체교역
3단위
4단위
제조상품
6단위
7단위
8단위
총 교역
1차상품
0단위
1단위
2단위
중국
3단위
4단위
제조상품
6단위
7단위
8단위
총 교역
1차상품
0단위
1단위
2단위
3단위
일본
4단위
제조상품
6단위
7단위
8단위
총 교역
1차상품
한국
0단위
1단위

11,304
1,441
81
85
9,302
394
-4,803
2,090
-8,961
2,067
182
70
-54
-71
-116
234
14
169
284
-99
-14
5,623
9,045
634
3
520
7,884
2
-2,867
427
-3,398
103
378
937
-2
0.3

11,749
561
17
1,390
8,500
1,279
-2,242
3,768
-12,459
6,448
246
700
-38
-48
-5
693
100
-274
68
-289
-52
3,071
8,310
1,240
0.7
1,144
5,887
35
-4,128
1,137
-5,803
537
465
1,936
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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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4
720
54
1,013
9,611
1,724
17,826
7,297
1,557
8,971
745
847
-286
-55
289
746
153
-144
220
-292
-72
9,017
9,208
879
1
992
7,325
8
308
1,151
-1,445
603
2,235
3,103
40
-0.03

17,475
563
135
5,619
6,204
4,953
13,856
6,588
-1,660
8,928
819
2,963
-143
-46
1,001
1,455
696
-2,127
-618
-1,166
-342
11,142
12,524
693
4
2,261
9,559
5
-1,104
840
-2,416
472
4,216
4,739
64
-0.3

47,449
-1,399
179
12,982
19,259
16,427
-16,243
1,485
-27,312
9,583
-4,731
10,349
-736
-192
3,508
5,270
2,499
-14,094
-3,199
-9,687
-1,208
8,816
18,228
858
2
5,301
12,024
40
-6,948
-559
-6,693
304
4,871
8,029
110
-0.1

38,896
-2,910
195
10,043
11,885
19,681
-30,768
-6,591
-34,322
10,145
-7,247
16,123
-429
-265
6,278
7,919
2,621
-21,224
-5,078
-14,430
-1,715
7,801
18,576
961
3
3,504
14,004
102
-8,456
-1,922
-7,310
776
-170
5,798
166
0.4

375
2단위 55
878
1479
3단위
4단위 6
6
제조상품 -449 -993
6단위 -80 -414
7단위 -331 -538
8단위 -36
-41
출처: UNComtrade를 통해 필자 작성

383
2,658
20
-416
-167
-221
-27

839
3,820
16
-190
-46
-211
67

1,561 777
6,259 4,709
98
144
-2,616 -4,945
-1,092 -2,776
-1,535 -2,191
11
23

태국의 경우에는 <표 16>과 같이 총 무역수지가 1990년대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에서 2000년 68억 97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적자와 흑
자를 반복하고 있다. 2005년과 2013년 총 교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1차
상품 교역에서 2005년 59억 7000만 달러, 2013년 141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제조업의 무역수지와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000년 들어 63억 9400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흑자의 폭이 164억 59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7단위 상품의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13년 제조업의 무역수지가 1억 9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2년 약 5
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시 적자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태국의 주요 무역국가인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의 경우는 1차 상품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반대로 제조상품의 무역수지는 적자의 폭이 1990년 6억 2200만 달
러에서 2013년 222억 6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중국과
의 교역과 같이 1차 상품은 흑자를 기록하지만 제조상품의 무역수지 적자의
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1차 상품의 흑자
뿐만 아니라 제조상품의 무역수지 역시 1990년 15억 5300만 달러에서 2013년
96억 9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즉 태국은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확산된 2000년도에도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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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2010년도 이후 비록 제조업의 무역수지가 다시 적
자를 기록했지만 다시 점차 적자의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6> 태국의 상품·국가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국가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총 교역 -10,302 -14,341 6,897 -8,054 12,918 -22,180
1차상품
0단위
1단위
2단위
전체교역
3단위
4단위
제조상품
6단위
7단위
8단위
총 교역
1차상품
0단위
1단위
2단위
중국
3단위
4단위
제조상품
6단위
7단위
8단위
총 교역
1차상품
0단위
1단위
2단위
일본
3단위
4단위
제조상품
6단위
7단위
8단위

1,294
5,080
-125
-744
-2,892
-23
-7,937
-3,878
-8,632
4,574
-840
-128
-45
3
-19
-66
-0.1
-622
-490
-114
-17
-6,175
1,721
1,334
5
410
-26
-2
-7,060
-1,477
-5,825
242

3,710
8,445
-118
-189
-4,368
-57
-12,344
-7,068
-14,649
9,374
-454
1,027
892
2
168
-41
2
-1,324
-843
-400
-80
-12,146
3,427
2,564
4
903
-46
0.4
-13,809
-3,391
-10,943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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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7,582
-54
151
-5,342
12
6,394
-2,317
2,127
6,584
-552
807
143
1
318
343
1
-1,398
-490
-636
-270
-5,180
2,493
2,083
-271
377
36
-3
-6,586
-2,351
-4,692
457

-5,970
8,581
-40
1,614
-16,175
48
2,525
-8,227
4,248
6,505
-2,023
2,336
460
-10
1,125
754
4
-4,823
-2,130
-2,082
-610
-11,020
3,121
2,142
0.1
739
230
9
-12,403
-4,879
-7838
314

759
16,839
300
5,513
-22,021
127
16,459
-9344
18,106
7,698
-2,766
5,221
862
-0.6
3,156
1,180
21
-9,258
-2,945
-4,563
-1,749
-17,440
4,412
3,354
7
978
45
16
-19,372
-7,338
-11,810
-223

-14,120
16,377
733
6,139
-37,867
495
-196
-11,126
5,969
4,960
-10,488
8,516
1,299
8
4,933
2,250
25
-22,265
-4,635
-15,014
-2,615
-18,846
4,595
3,842
18
623
93
17
-21,128
-7,503
-13,361
-263

총 교역

1,634 1,568
601
804
1차상품
0단위 735 1,284
1단위 -50
-77
2단위 -151 -271
미국
-127
3단위 68
4단위 -0.2
-2
제조상품 1,553 1,712
6단위 212
-25
7단위 -60 -568
8단위 1,402 2,307
출처: UNComtrade를 통해 필자 작성

7,432
1,570
1,847
-31
-252
8
-1
6,334
1,009
1,677
3,647

8,301
1,390
1,823
-2
-351
-78
-0.4
7,811
1,097
2,796
3,916

9,479
2,477
2,753
-1
-256
-17
-1
8,658
1,221
4,151
3,284

8,311
1,574
1,874
-5
-352
59
-2
9,696
1,479
4,743
3,473

베트남의 경우 <표 17>과 같이 1997년 이래 지속적으로 총 무역수지 적자
를 기록하며 2010년에는 적자가 126억 100만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2013년 무
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3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에는 제조업 상품의 무역수지 개선이 큰 영향
을 끼쳤다. 제조업 상품의 무역수지는 1997년 30억 6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한 이래 2010년 65억 3600만 달러로 적자의 폭이 증가되었지만 2012년 제조업
의 대외 교역이 47억 3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13년 흑자의 폭이 82억
6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우선 중
국과의 교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도네시아, 태국과 비슷하게 제조상품의 무
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의 제조업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1997년 3억 달러 적자에서 2013년에는 247억 7300
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2010년까지는 제조업 상품의 무
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지만 2013년에는 2010년 20억 8900만 달러 적자
에서 9억 6500만 달러로 크게 완화되었다. 반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1997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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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제조상품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005년 39억 9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흑자의 폭이 2013년 182억 40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표 17> 베트남의 상품·국가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국가
1997 2000 2005 2010 2013
총 교역 -2,407 -1,153 -4,313 -12,601 0.3
전체교역

중국

일본

2,606
1차상품
0단위 2,248
1단위 -62
2단위 -2
3단위 455
4단위 -33
제조상품 -3,068
6단위 -1,927
7단위 -2,635
8단위 1,495
69
총 교역
395
1차상품
0단위 142
1단위 -2
2단위 134
3단위 99
4단위 20
제조상품
-300
6단위 -173
7단위 -101
8단위 -25
166
총 교역
860
1차상품
0단위 408
1단위 1
2단위 5
3단위 444
4단위 1
제조상품
-550
6단위 -145
7단위 -675
8단위 270

4,306
2,912
-84
-208
1,711
-24
-3,160
-2,609
-3,439
2,888
135
1,201
390
-11
110
689
22
-869
-233
-597
-38
274
1,143
530
1
10
598
2
-699
-327
-984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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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
4,385
-25
-393
2,992
-169
-5,532
-7,964
-6,087
8,519
-2,653
1,432
167
49
508
708
0.1
-3,377
-1,971
-1,171
-234
266
1,603
931
6
10
650
4
-1,079
-922
-902
745

5,323
7,252
8
-1,184
-160
-591
-6,536
-13,993
-13,288
20,745
-12,460
1,884
488
-12
1,402
-3
9
-12,665
-4,874
-6,942
-848
-1,288
1,506
1,032
12
61
383
16
-2,089
-2,032
-1,560
1,503

6,254
9,223
160
-2,266
-433
-429
8,263
-16,189
-6,385
30,838
-23,708
3,665
2,348
84
1,851
-656
37
-24,773
-8,812
-14,977
-983
1,985
3,581
1,363
21
87
2,088
18
-965
-2,595
-1,667
3,297

총 교역

35
369
190
498
1차상품
0단위 200
427
1단위 -3
-0.02
-20
2단위 -7
미국
91
3단위 1
4단위 -0.2
-0.07
제조상품
-118
-46
6단위 -36
-12
7단위 -114
-147
8단위 31
114
* 확인 가능한 데이터인 1997년도부터 작성
출처: UNComtrade를 통해 필자 작성

5,927
1,217
846
-5
-85
462
-0.2
3,999
95
-20
3,924

10,471
544
1,047
-8
-810
355
-39
10,359
512
453
9,392

18,627
999
1,728
-5
-1,216
500
-8
18,240
1,326
2,417
14,495

본 절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심화에 따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교역 규
모가 공통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역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제조상품의 경쟁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태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지속적으로 제조업 상품
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어왔다. 또한 비록 2010년 이후에는 제조상품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지만 최근 적자의 폭이 완화되고 있다. 더불어 베트남
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제조상품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했지만 2010년 이
후 적자의 폭이 크게 개선되어 2012년에는 제조상품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
아섰고 이후 흑자의 폭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제조상품의 경쟁력이 강
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무역자유화가 심화되면 개발도상국 제조상품의 대
외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는 바넥-라이너트 효과가 인도네시아에서는
관찰되지만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가진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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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자유화와 탈공업화
외국 금융에 대해 세금의 유입기간을 두는 것과 같은 적절한 통제가 없는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46)는 더 많은 자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보다 금융위기의 위험성, 대외·대내적 금융의 악화, 실물경제활동의
축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끼칠 수 있다.47) 그 이유는 급작스러운
자본의 유출은 급격한 국내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48)
즉 갑작스러운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와 같은 자본의 유입은 국내
통화가치를 절상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제조업 상품의 수출을 약화시키기 때
문에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49)
이에 본 절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자유화가 자본의 유입을 통해 통화가
치를 절상시킴으로 제조업 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지 인도네시아 그
리고 태국,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본의 유입
먼저 해외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을 살펴보
면 아래 <표 18>과 같이 인도네시아는 2000년 자본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
아 금융계정이 마이너스 78억 9600만 달러였지만 2004년에는 유입의 비중 증
가로 18억 5200만 달러 유입을 기록하였다. 나아가 금융계정 흑자는 2006년
46)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는 개인, 기업, 연기금 그리고 상호기금의 주식, 양도
성 예금증서, 기업 채권 및 국공채 등에 대한 금융투자를 의미한다(토다로 2012).
47) Jayati Ghosh. 2005.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A
Primer for Developing Countries,” DESA Working Paper No.4, pp.9-11.
48) Ahmad Mansur. 2008. "Is Indonesia Undergoing A Process of De- Industrialization?,“
Institute of Social Studies, pp.19-24.
49) 장하준. 아일린 그레이블. 2008.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부키, p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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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7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비록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
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다시 마이너스 21억 2600만 달러를 기
록했지만 2010년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265억 7100만 달러 유입을 기록하
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2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반면 태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금융계정 적자를 기록하다 2004년
36억 2800만 달러 유입으로 금융계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08년 132억 6400
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0년 다시 자본의 유출이 크게 증가해 248
억 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차츰 완화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금융계
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0년 13억 3400만 달러 금융계정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
로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147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후 2013년 유입량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100억 달러가 넘는 118억 6300
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표 18>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금융계정
2000 2002
인도네시아 -7,896 -1,103
태국 -10,261 -1,845
베트남 1,334 1,350
출처: ADB Key Indicator 2013

2004

1,852
3,628
2,718

2006

2,675
8,106
4,623

2008

2010

(단위: 백만달러)
2012

2013

-2,126 26,571 24,845 22,701
12,633 -24,809 -13,726 -381
11,664 13,264 14,771 11,863

(2) 실질실효환율의 변동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설명하던 기존이론에서는 자본의 유입이 국내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의 상승을 유발한다고 보
았다. 이에 기존이론과 같은 현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 실질실효환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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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아래 <그래프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네시아 실질실효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비록 2008년에
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하였지만 2010년 다시 크게 상승하
였고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통화의 가치가 2000년에 비해서 37.7%까지 상승
하였고 2011년 이후 소폭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질실효환율의 변화
는 앞서 살펴본 자본의 유입, 유출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1> 인도네시아의 실질실효환율50) 추이

(2008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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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uegel database 통계를 이용해 작성

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그래프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세는
태국의 자본유입 경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태국의 금융계
정은 자본 유출이 심화로 인해 248억 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같은
50)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개 국가 이상의 상대국들과 교류하는 경
우 각 개별 교역국들과의 환율을 일정한 가중치를 두고 평균한 환율이다(민경삼, 1999).
- 57 -

기간의 실질실효환율은 자본의 큰 유입을 바탕으로 126억 3300만 달러 금융계
정 흑자를 기록한 2008년에 비해서 오히려 실질실효환율이 5% 상승하였다.
또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계정 적자를 기록했지만 실질실효환율은 지속
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에는 자본의 유입이 컸던 2008년에 비해 12%까지 상
승하였다.
<그래프 2> 태국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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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uegel database 통계를 이용해 작성

베트남의 실질실효환율은 아래 <그래프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0
년도 중반에는 2000년도 초반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로 꾸준
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베트남에 대한 자본의 유
입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에는 자본
의 유입이 전년도인 147억 7100만 달러에 비해 29억 800만 달러 감소한 118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실질실효환율은 2012년 대비 8% 상승하며 2000
년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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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자본의 유입경향에 따라서 실질실효환율이 변화하지만 태국과
베트남 사례에서는 금융계정과 실질실효환율이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통
해 자본의 유입량이 실질실효환율에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이론이 항상 공통적
인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프 3> 베트남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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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uegel database 통계를 이용해 작성

(3) 실질실효환율과 수출경쟁력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를 설명하는 기존연구는 실질통화가치의 상승이 인도
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선
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정체시켰다고 본다.51)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
으로 통화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제조업 무역수지의 악화가 나타나는 인도네시
아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태국과 베
51) 박번순. 2011. “동남아 자원수출국의 수출 구조 변화와 의의,” SERI 경제포커스 354호,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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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2000년대 중반이후 통화가치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16>에서 확인하였듯이 제조업 상품의 무역수지 흑자가 2010년까지 크게
확장되었다. 또한 베트남역시 통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에도 <표 17>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조업 상품의 무역
수지가 기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두 국가 모두 통화가치가 상승하지만 두 국가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 신발과 같은 제조상품의 대외경쟁력은 <표 19>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미국의 의류 수입시장에서의 인
도네시아의 비중은 2002년 3%에서 2012년 4.9%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베트남
이 1.2%에서 6.8%로 급격히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미비한 수준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신발의 경우에는 미국시장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던 비중이 2002
년에는 4.8%였으나 2012년에는 3.9%로 오히려 연평균 2.1%감소하였다. 반면
에 베트남은 1.5%에서 10.1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의
주요 제조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같은 통화가치 상승 상황 속에서도 대외수출경쟁력은 다른 경
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미국의 의류, 신발 제품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국가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연평균
증가율
인도네시아
3.0
3.0
4.0
4.3
4.7
4.9
5.0
의 류 베트남
1.2 2.9 3.3 5.3 6.2 6.8 18.9
인도네시아
4.8 3.0 2.5 2.1 2.8 3.9 -2.1
신 발 베트남
1.5 2.9 5.1 6.3 7.9 10.1 21.0
주: 의류(SITC 65:섬유사·직물·직물제품, 84: 의복 제품 및 의복 부속품)
신발(SITC 85: 신발)
출처: UN Comtrade를 통해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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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네덜란드병과 탈공업화
기존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조기탈공업화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천연자원의존에 따른 네덜란드병이 있다. 즉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천
연자원관련 수출이 증가하는 물가의 상승으로 제조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
된다고 본다. 이에 본 절에서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경
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더불
어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천연자원 보유 현황
인도네시아는 세계자원의 보고라 불릴 만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
는 한편 열대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열대작물과 임산물 역시 풍부하다.52) 아
래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구리,
주석, 보크사이트와 같은 광물이 풍부하며 세계 두 번째 석탄 수출국가, 세계
두 번째 주석 생산국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리한 기후적
조건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팜오일 수출국이자 고무 생산 국가이다.
<표 20>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주요지표
원유
주요
지표

84억
배럴
(Barrerl)

187조

석탄

구리
2,770만

입방피트

매트릭톤

천연가스

Cubit
Meters

370억 톤

출처: 코트라(KOTRA) 국가정보

(Metrict
on)

니켈
1억
6,300만
톤

52) 정영규. 1998. 『인도네시아 경제론』. 한울아카데미,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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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440만
톤

보크사이트

3,200만 톤

베트남도 광산업이 2013년 기준 전체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천연자
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약 60여 종류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아래 <표 21>과 같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아시아 6대 석유 생
산 국가이다. 또한 전 세계 티탄철석 매장량의 47%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3번째로 많은 보크사이트 보유하고 있다.
<표 21> 베트남 천연자원 주요지표
원유·천연가스
주요
지표

1.2조 TOE

석탄
갈탄:
2,470억 톤
무연탄:

우라늄

티탄철석

보크사이트

21만 8천 톤

6억 733만 톤

21억 톤

180억 톤

출처: Vietnam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2)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업 대외경쟁력
네덜란드병 이론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천연자원의 수출에서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켜 제조업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킴으로 결과적으로 제조
업 상품이 대외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본다.53)
그러나 원자재 가격은 <그래프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2년 이후로 자
원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비록 2011년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53) Ross, Michael. 199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source Curse,” World Politics,
Vol. 51, No. 2,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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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품 대외경쟁력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4> 원자재 가격지수

(2005 = 100)

250
192.3

200

172.3

184.2 183.2

153.7

150

120.6

134.8

120.6

100

100

80.3
63.3

58.3

58.1

64.9

5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비(非)광물, 광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지수
출처: Intenational Monetary Fund

먼저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상품과 제조업 상품의 대외 경쟁력은 앞서 살펴
본 인도네시아의 수출 비중의 추이를 나타낸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
출지향 산업화와 더불어 1980년에는 3단위(광물성 연료·윤활유 및 관련물질)
상품은 전체 수출 가운데 71.9%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후 지속
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며 2000년에는 25.2%까지 떨어졌다. 반면 제조상품인 6
단위(제조제품), 7단위(기계 및 운수장비), 8단위(기타 제조제품)을 합한 비중
은 1980년 3.8%에서 2000년 53.2%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3단위 상품의 수출 비중은 다시 반등하여 2000년
25.2%에서 2013년 31.4%로 증가하였고 제조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53.2%에
서 33.5%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인도네시아
의 광물의 대외 경쟁력이 상승한 반면 제조상품의 대외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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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 광물 자원에 포
함된 3단위 상품의 대외 수출비중은 1997년 18.0%에서 2000년 26.4%로 증가
하였으나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2000년대 이후로는 2000년 26.4%에서
2013년 7.3%로 19.1% 감소하였다.
한편 제조업 상품의 비중은 1997년 43.3%에서 2000년 41.9%로 소폭 감소하
였으나 2000년대 들어 41.9%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해 2013년에는
71.3%로 29.4%나 증가하며 전체 무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결과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개
발도상국 사이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무역자유화
와, 금융자유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제조업 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인도
네시아에도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상품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었고 자본의 유
입에 따라 통화가치가 상승함은 물론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광물 상품
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제조 상품의 비중이 감소하며 개발도상국의 탈
공업화를 설명하는 기존이론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앞에 기존이론의 한계에서 지적하였듯 위와 같은 주장이 모든 개발
도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 장에서는 태국과 베트남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자유무역증가에 따른 제조상품
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태국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보다 이른 시기 더 많은
자유무역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제조상품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였고 베트남의 경우 지속적으로 제조상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지
만 2012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13년 흑자의 폭이 증가하였다.
또한 자본유입에 따른 환율가치의 상승 측면에서도 태국 금융계정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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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본유출과 더불어 크게 적자를 냈지만 통화가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역시 2012년에 비해 2013년 금융계정
흑자폭이 줄어들었지만 실질실효환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
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상품의 대외경쟁력 측면에서도 베
트남 역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2000년도 들어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광물 상품의 수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제조업
상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대외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기존이론들은 유사한 경제적 환경을
가진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에서도 일반화시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
다. 즉 국외적인 요소들은 탈공업화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이어지는 장에서는 산업구조 형성에 있어서 국내적인 요소인 국가
의 역할 즉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현상의 근본적 원인
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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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도네시아 산업정책과 탈공업화
앞서 3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가 조기탈공업화 경향을 보이는 모
습을 확인하였고 4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설명하는 기존이론인 개
방 경제적 요인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적용되지만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이면서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태국,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기존이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 개방
경제가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탈공업화의 근본원인을 국가의 산업구조형성에 대
한 역할 즉 산업정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정책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학습의 외부효과와 조정의 외부효과를 조절하며 산업고도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산업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국가의 개입
에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패와 지대, 잘못된 정보와 같은 문제로 개입
의 오류가 발생하면 국내 산업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이다.54)
이에 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세 단
계 즉 1969년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은 이후 본격적으로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던 수입대체산업화시기, 1980년대 초 국제 유
가하락 등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수출지향산업을 육성한 수출지향산업화
시기 그리고 자유화 정책과 더불어 IMF 규제로 사실상 완전개방에 가까운 외
환위기이후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같은 산업정책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54) 대니 로드닉.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pp.13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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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이 왜 인도네시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는지 정책의
실패 측면에서에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인도네시아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의 변화
(1)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제1차-2차 경제개발계획)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아오던 인도네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정치적 독립을 이룬 후 국가 내 존재하던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카르노(Sukarno)의 교도 민주주의(Guided Democracy)55)하에서 국가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통제경제체제를 독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했기 때문
에 국영 기업의 생산효율성 저하로 재정이 악화되었고 물가가 급등하여 경제
적 불안정이 심화되었다.56)
인도네시아에서 산업화가 본격화 된 것은 1969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집권하
면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였다. 이 시기의 인도네시아는 식량 문제
를 해결하고 산업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하였기 때문에 농업부분의 육성과 사
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개발계획을 시행하였다. 또한 개발에 필요
한 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69-1974)에는 농업부문의 육
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즉 농업부문의 육성을 위해 관개, 교통, 비료보조금 등
공공부문의 투자를 증진시킴으로 농촌 실업자의 고용기회 창출과 농촌 시장의

55)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이 주장한 통치방식이다. 수카르노는 서구 정
치제도의 모방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일반 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교도적
역할을 강조한 교도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56) Amar Bhattacharya. Mari Pangestu. 1993. The lessons of East Asia: The Indonesia
Development Transformation and Public Policy. A World Bank Publication,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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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1974-1979) 기간 역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쌀과 기타 식량작물의 증산 및 자급달성, 수출농산품의 증산
및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원자재와 중간재 상품을 위한 제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샅은 정책은 식량자급과 주거, 고용
문제를 개선시켜 주었다.57)
이렇듯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은 농업 부분의 집중 육성과 더불어 경공업 위
주로 수입을 대체하는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제2차 경제개발계
획 초기인 1975년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비중 가운데 식료품, 직물, 담배제품이
각각 20.3%, 12.1%, 11.1%를 차지하며 경공업의 비중이 57.3%로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했다.58)
이와 같이 제1차·2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는 높은 경제성장은
달성할 수 있었지만 소비재중심의 경공업에 치중한 나머지 원재료 및 자본재
공업의 발달이 극심히 부진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수입대체형 외국인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과 해당 산업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입대체
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초기에는 국내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1970년
대 말부터 국내시장 포화와 지나친 국내산업의 보호로, 산업구조의 비효율적
인 발전과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59)
그러던 와중 1970년대 1973-74년, 1978-79년 두 번에 걸친 오일 붐(oil
boom)으로 석유가격이 앙등되었다.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1973-74년에
는 석유와 LNG 수출을 통한 수익이 6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산업에서 광업
부문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에 1975년 전체 GDP 가운데 광업이 차
지하는 비율이 19.7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더욱
57) Ahmad Mansur. 2008. "Is Indonesia Undergoing A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Institute of Social Studies, pp.25-29.
58) 정영규. 1998. 『인도네시아 경제론』. 한울아카데미, pp.121-213.
59) 정영규. 1998. 『인도네시아 경제론』. 한울아카데미, pp.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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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어 1980년에는 전체 GDP 가운데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5%까지
높아졌으며 인도네시아는 자원의존형 산업구조를 지니게 되었다.60)
(2) 수출지향산업화 시기(제3차-5차 경제개발계획)
제2차 오일 붐과 같은 시기 시행된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9-1984)의 목표
는 안정, 균형, 성장의 3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즉 발전과정에서 발생하
는 수익을 더욱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 건전하
고 역동적인 국가안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수하르토의 신질
서 정권은 성장위주의 산업화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인식했다. 따라서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인도네시아는 석유가격 앙등에 힘
입어 정유, LNG생산, 석유화학, 광물처리 등 자원중심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
며 이 시기 약 7.9% 높은 고도성장을 이끌었다.61)
그러나 1980년대 초 천연자원의 수출에 의존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정책
은 1982년 석유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석유가격이 급락한
1982년 인도네시아의 석유수출로 얻는 재정은 전년도 대비 80%나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역시 1981년 8.8%에서 1982년 1.1%로 7.7%나 급감하였
다.62) 이와 같이 천연자원에 의존하던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1980년대 초반이
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자원의존
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출지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
력하기 시작했다.
60) Amar Bhattacharya. Mari Pangestu. 1993. The lessons of East Asia: The Indonesia
Development Transformation and Public Policy. A World Bank Publication, p.7.
61) 고우성. 1998.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의 정치과정,” 『國際文化硏究』, 16권, pp.19-35.
62) Ahmad Mansur. 2008. "Is Indonesia Undergoing A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Institute of Social Studies,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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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개발계획(1984-1989)에서 인도네시아는 석유부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비석유부분을 육성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제
조업부분의 성장을 촉진하기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
을 두었다. 제5차 경제개발계획(1989-1994)에서도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 이어
비석유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산업 내 및 산
업 회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제
조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4차·5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수출지향적 산업의 적극적 육성이다. 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는 제
조업 제품의 종류를 다각화시키면서 수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새로운 산업성장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수출가공지역을 증가시켰
다.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과 공산품에 대해
대가없이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와 같은 특혜를 누리기 위
해 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였다. 이에 개선된 생산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였고
최신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런 지원 이외에도 수출 강화를 위해 인도
네시아 정부는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지향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였다.
둘째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
부는 기존 강점을 유지하던 산업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사업을 육성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구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기초산업과 중간
재, 자본재 생산 산업까지 육성을 도모하였고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의 개발에
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산업 및 기술을 선택해 지원
하는 문제에서 경제적 요인들을 최대한 고려해 균형적인 산업정책을 유지하는
데도 노력을 하였다.
셋째는 소규모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의 균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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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위해서 소규모기업의 육성을 장려하였고 이를 위해 소규모기업에 대한
신용을 창출해 주고 장비 그리고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규모기업
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국영기업의 수 가운데 1~5%를 소규모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편입시켰고 상업은행들의 대출 중 20%를 소규모
기업에게 할당했다. 특히나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보육시스템을 가동하여
소규모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넷째는 농업관련산업 육성정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풍부한 농업관련 기
초원자재를 이용한 농업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에 노동집약적 기술
을 이용한 농업관련 제품을 생산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제조업이나 화학 산
업의 원료를 생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다섯 번째로 인도네시아는 고도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
입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다. 기술도입은 1978년 새로운 내각이 출범되면서
제시된 주요 정책이었다. 이후 기술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종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산업계획 및 정보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인
력계획 및 인적자원의 개발,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구조의 개선, 정부 규
제의 개선 등을 도모하였다. 또한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발지역을
선정해 국가 및 민간이 자율적으로 공업이나 수출가공 산업을 건설할 수 있도
록 유도하였다.63)
이러한 노력들로 수출지향산업화 시기는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 가운데 제
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를 나타낸 <표 1>에
서 1980년 제조업의 비중이 11.6%였던 것이 1990년에는 20.7%까지 급격히 상
승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급격한 성장과는 반대로 광업의
63) 정영규. 1998. 『인도네시아 경제론』. 한울아카데미, pp.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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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1980년 25.7%에서 1990년 12.2%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시기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
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 완료된 이후인 1995
년에도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즉 섬유·가죽·신발, 식품·음료·담배, 목재·목공품,
제지와 같은 산업이 전체 제조업의 5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화학공
업은 자국 내에서 채취한 광산물을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
고 있어 제조 산업의 고도화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외환위기 이후 시기
제6차 경제개발계획(1994-1999)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장려
하며 높은 관세, 엄격한 규제 정책 그리고 수입대체전략을 줄이고 어느 정도
자유화된 정책을 내세움으로 선진공업국가로 진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
지만 1997년 외환위기64)로 인한 수하르토 정권의 퇴진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의해 더 높은 수준의 자유 시장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4
년 동안만 시행되었다.65)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이 퇴진한 이후 최초의 민선정부인 유도유노
(Yudhoyono) 정권이 2004년 수립 되면서 기존에 수행해오던 국가 장기 개발
계획의 연계선상으로 5년 단위의 중기개발계획(RPJMN) 4단계로 구성되어있
는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을 수립하였다. 제1차 국가중기개발계
획(2005-2009)는 국가 전반의 혁신을 중시하였고 실업률감소와 지역 간 개발
64) 1997년 태국의 고정환율제 포기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통화위기가 동북아시아를 거쳐 세계

경제에 불안을 가져온 금융위기사태를 말한다. 외환위기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요구받게 되었다.
65) Ahmad Mansur. 2008. "Is Indonesia Undergoing A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Institute of Social Studies,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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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축소, 인적자본의 향상, 천연자원 관리의 개선 그리고 개발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제2차 중기개발계획(2010-2014)에서는 풍요로운 국가 건설에 최우선의 중점
을 두어 국가개발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부분 개발을 위한 개발전략과 함
께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제2차 중
기개발계획과 더불어 유도유노 대통령은 2011년 5월 국가 장기개발계획과 중
기개발계획을 보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4,012조 루피아를 투자하
는 경제개발마스터플랜(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s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 MP3EI)을 발표하였다.
경제개발마스터플랜 가운데 핵심 사업은 인도네시아 국토를 6개 회랑으로
구분한 경제개발 회랑계획(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
IEDCs)이다. 경제개발 회랑계획은 아래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바
와 수마트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인도네시아 자바, 수마트라, 칼리
만탄, 술라웨시, 발리-루사퉁가라, 파푸아-말루쿠 6개 경제회랑으로 나누어 각
각 중점 산업을 육성시킴으로 국가적 연결성의 강화시키고 인적자원 및 과학
기술의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66)
<표 22> 인도네시아 경제회랑 발전계획

회랑
주요 산업 및 활동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음식료, 방위산업, Jabodetabek
자바
수마트라 조선, 철강, 석탄, 고무, 팜유, 순다해협전략지역
칼리만탄 원유·가스, 목재, 철강, 팜유, 석탄, 보크사이트
술라웨시 원유·가스, 식품·농업, 코코아, 어업, 니켈
발리-누사퉁가라 관광, 어업, 축산
파푸아-말루쿠 원유·가스, 어업, 식품·농업, 구리, 니켈
출처: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2011)
66) 김종일. 윤미경. 2013.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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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환위기 이후로도 위와 같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자
그리고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표 1>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4장에서 확인했
듯이 제조 산업의 대외 경쟁력 역시 악화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정책의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69년 구
체적인 경제개발계획을 구축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산업정
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로 제조업 상품의 대외경쟁력 역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해 이어지는 절에서는 산업정책의 실패 즉 비효율적인 산업정책의 관점
에서 인도네시아 탈공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2절 산업정책의 실패
인도네시아의 지난 산업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정책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뚜렷한 목표를 가진 체계적인
수립이 미약했고 무엇보다도 시장에 대한 고려 등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67)
다시 말해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
술, 인적자원, 경쟁력향상과 같은 정책들이 상호보완 되는 가운데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난 수십 년간 산업 활동을
위한 개입은 지속성과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산업 국가들과는
달리 성공하지 못했다.68)
67) 김종일. 윤미경. 2013.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

장경제연구원, pp.26-69.
6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4.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Policy
Recommendation Paper, pp.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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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시기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
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으며, 투자청(Investment Board: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은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할만한 분석적인 역량을 갖추
지 못하였다. 또한 산업에 대한 지원도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정치
적 영향력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산업이 성공한 사례
는 거의 없다. 이 외에도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의 유지 및 확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
였다.69)
외환위기 이후 개방경제 체제하 과거와 같이 관세, 무역장벽, 직접적인 보조
금과 같은 정책을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연구기술, 인프라, 지역개발 보
조금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에 대한 개입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투
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금융정책, 노동정책으로 기업의 생산성
을 약화시켰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과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시킬 R&D투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70) 이에 본 절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정책의 실패를 크게 전략적인 투자와
시장 개입을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조절의 실패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산업구조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변동의 실패로 구
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9) Hill, Hal. 1996. The Indonesia Economy Since 1966: Southeast Asia’s emerging gia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98-223.
70) 강대창 외. 2011.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
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3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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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절의 실패
독점과 부패에 의한 경제 왜곡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지 못해 경제를 왜곡시킨 근원
은 1945년 헌법에 있다. 헌법규정에 따르면 경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는 가족주의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생산부문은 국
민의 기본적 요구를 충적시켜야하므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셋째, 천
연자원도 국민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
은 규정에 따라 수하르토 체제의 초기국면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을 통한 산업화 전략이 추진되었다. 이에 1980년대 초반에는 인도네시아 국민
총생산(GNP)의 70%가 국영기업에 의해 창출되었다.71)
그러나 국영기업에 내재되어있는 비효율성과 지대추구로 인해 국영기업 주
도의 성과는 열악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영기업의 자산수익률이 1979년부터
1992년 사이 평균적으로 2%-3%로 5%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
다.72) 또한 지대추구로 인한 산업에 대한 독점구조는 민간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73)
비록 1983년부터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
와 독점적인 구조가 존재하며 산업의 비효율과 민간기업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에도 여전히 국영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 World Bank. 2001. “Indonesia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Report
No.21581-IND, p.16.
72) Hill, Hal. 1996. The Indonesia Economy Since 1966: Southeast Asia’s emerging gia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98-223.
73)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4.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Policy
Recommendation Paper, pp.14-27.
- 76 -

약 40%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특권층의 부패 역시 산업의 발달을 저해한 중요한 요인이다. 198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가 수출지향산업화를 내세우며 채택한 전략은 경제자유화였
다. 자유화 정책은 석유호황시기 국영기업과 정부보호 아래 만연한 독점적 권
리와 특혜 문제들을 개혁하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역설적으로 국가의 힘
을 바탕으로 수하르토 측근 재벌들과 친족 재벌들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
되며 1990년대 특권층의 부패가 집약화 되었다.
경제자유화 정책으로 수하르토의 친족과 측근들의 정치적 재벌기업들은 급
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 이 시기 성장한 대부분의 대독점 기업들은 시장
경쟁 또는 국제 경쟁과는 거리가 먼 집단들이었다. 반면 경영혁신을 추구하던
기업가형 재벌 기업이나 정치적 후견인이 없는 기업들은 퇴조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재계 2위 기업이었던 아스트라(Astra) 그룹이 1992년 부도가 난 반면
쁘라요고(Prajogo)는 수하르토 자녀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도가 난 아스트라를
인수하면서 순식간에 재계 2위로 부상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
대 규모의 민간 은행들은 대부분을 수하르토 측근과 친족 재벌들에 의해 장악
되어짐으로 그룹 내 대출을 통해 거대 재벌들의 힘을 집중 시키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74)
민영화 되던 국영기업들도 수하르토의 친족과 특근 재벌들에게 넘어가면서
경제자유화 정책은 국가 독점의 해체가 아닌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업에
의한 독점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부의 집중화 현상은 World Bank의 조사결
과 이 시기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가족의 기업자산이 인도네시아 전체 기업자
산의 57.7%를 차지하며 같은 기준으로 2.4%인 일본, 18.4%인 대만, 26.8%인
한국보다도 훨씬 높은 기업 집중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규
74) 전제성. 2004. “인도네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구조와 모순.”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
략』. 오름, pp.16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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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자본이 필요한 공공시설과 인프라 사업은 수하르토의 친척이나 측근이
아닌 사람과의 계약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이시기에는 공정한 경쟁
과 법의 지배가 적용되기 어려웠다.75)
이와 같은 독점과 부패라는 구조 하 산업정책은 사업투자에 대한 조정과 자
본의 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장
애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중소기업 육성의 실패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의 실패
산업은 중소기업의 발달이 뒷받침 될 때 번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
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혁신과 경쟁의 주요한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독점
과 지대추구로 인한 부의 편중 현상,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은 크게 뒤쳐져 있다. 1986년과 1996년 인도네시아 기
업규모 구성현황을 나타낸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수의 비중은 99.8%로 절대적이며, 같은 해 중소기업의 노동자와 부
가가치 창출의 비중은 각각 72.6%, 27.1%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정경
유착 현상이 심화된 이후 1996년 노동자의 수와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각각
67%, 17.8%로 5.6% 그리고 9.3% 감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의 경우 기
업체의 수는 1986년과 1996년 모두 0.2%에 불과하지만 노동자의 수는 27.4%
에서 33%로 부가가치 창출은 72.9%에서 82.2%로 증가하였다.
75) 전제성. 2004. “인도네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구조와 모순.”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
략』. 오름, pp.161-197.

- 78 -

<표 23> 1986년, 1996년 인도네시아의 기업규모76) 현황 (단위: %)
기업 수

1986
100.0
92.7
6.2
0.9
0.2
100.0
49.4
14.0
9.2
27.4
100.0
10.0
6.2
10.9
72.9

1996
100.0
90.8
8.4
0.6
0.2
100.0
43.5
17.2
6.3
33.0
100.0
5.9
5.6
6.3
82.2

미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노동자
미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부가가치 창출
미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출처: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2004: 17)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은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장벽 때문에 높은 사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아래에서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촉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금
융지원, 직원훈련, 품질관리와 같은 산업 내 연계성과 같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77) 결국 중소기업의 육성
실패가 인도네시아 산업 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한 원인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육성과 낮은 산업 생산성에 대한 문제는 외환
76) 인도네시아 통계청 및 산업부는 고용인 1-4명은 미소기업, 5-19를 소기업, 20-99명은 중기
업, 100명 이상은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77) 김종일. 윤미경. 2013.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
장경제연구원, pp.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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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민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09년
World Bank 조사에서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이 여전히 전체 기업에서
98.5%(소기업 93.4%, 중기업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 시기 이후로도 중소기업 육성 문제가 지속적으
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전히 금융기관이 제조업 자본투자에 중앙은행 이자율보
다 6%나 높은 12-13%의 고금리를 부여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78)
산업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선택적 개입의 실패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산업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
에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79) 예를 들어 인도네시
아의 산업정책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이외에도 농
업·보건부(Departments of Agriculture and Health)가 농업, 의약 산업을 담당
하며, 협동조합·중소기업부(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all-scale
Enterprises)가 영세산업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광물·에너지부(Ministry of
Mine and Energy)는 원유, 가스 생산과 정유에 관한 산업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책임진다. 게다가 국가발전계
획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Planing Board)는 자원의 분배와 산업프로젝
트의 관리를 담당하며, 과학기술위원회(Board for Science and Technology)에
78) 강대창 외. 2011.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
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38-159.
7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4.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Policy
Recommendation Paper, pp.14-27.
- 80 -

서 기술의 향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80)
이렇듯 인도네시아의 산업정책은 다양한 부처에 의해 분화되어 진행되고 있
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기술개발정책 등 과련 정책들과의 협력도 부
족하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산업정책은 통합되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81)
한편 국가가 적절한 수준의 분석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잘못
된 산업정책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해 산업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의 자원과 인구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이 국내시장보호를 통해
수입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아래에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산업보호정
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1970년대 초까지 완성차 수입을 전
면적으로 금지하며 수입단계에서의 수입대체를 완료하였다. 또한 1976년 이후
로는 부품수입대체를 위한 국산부품 사용의무제를 실시하였고 외자정책은 제
한적으로 이루어졌다.82)
하지만 내향적인 수입대체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지니
고 있다. 협소한 국내시장이 포화되면 수입대체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기 때문
이다. 인도네시아는 비록 자원과 인구가 풍부한 대국이지만 인구의 대대수가
농민들로 가난하기 때문에 시장이 협소하였다. 이에 미비한 여건과 협소한 시
장에서 수입대체가 추진되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산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정체되었을 뿐 아니라 고비용 산업이 정착하는데
80) Shafiq Dhanani. 2000. “Indonesia: Strategy for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UNDP/UNIDO Project No.Nc/INS/99/004, pp.1-50.
8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4.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Policy
Recommendation Paper, pp.14-27.
82) 권율. 김윤경. 2002.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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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가졌다.83)
외환위기 이후에 구상된 경제개발 회랑계획 역시 제조업 육성보다는 자원
산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조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래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회랑별·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제조업 에
대한 투자는 자바지역 434조 루피아와 수마트라 회랑에서의 7조 루피아뿐 으
로 전체 투자계획 금액의 11%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원유·가스,
금속, 석탄, 농수산품과 같은 천연 자원에 기반 한 투자는 1,385조 루피아로
전체 투자계획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을 위한 정책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회랑별·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조 루피아, %)

석유 금속 석탄 농수 관광 제조업 합계 비중
가스
축산
자바
856
0
0
0
0
0 434 1,290 32.1
칼리만탄 167 344 174 181 32
0
0 946 23.6
수마트라 564
0 64 32
3
0
7 714 17.8
파푸아171 50 280
0 120
0
0 621 15.5
말루쿠
술라웨시 111 68 100
0 29
0
0 308 7.7
발리0
0
0
8 58
0 133 3.3
누사통가라 67
합계
1,936 462 618 213 92 58 440 4,012 100
비중
48.3 11.5 15.4 5.3 2.3 1.4 11.0 100
출처: 김종일 외 (2013: 69)
인프라

83) 전제성. 2004. “인도네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구조와 모순.”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
략』. 오름, pp.161-197.

- 82 -

(2) 변동의 실패
미비한 R&D 투자
국가의 R&D 투자는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함으로 국내의 기업이 외국기업과도 동등한 수준에서 경
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차원의 산업정책이다. 이에 국가의 R&D 투자
는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특정되어지는 기업의 R&D 투자활동에 대해 인
위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시
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84) 지적재산권의 제약아래에서는 기술을 선진국으로
부터 간단하게 도입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D 사업은 국내 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실제로 대만의 IT산업과 칠레의 포도 산업이
그러하였듯이 많은 신규 사업들이 공공자금을 활용한 R&D를 통해 이루어 졌
다.85) 특히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R&D 투
자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R&D 정책이 기업의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핵심적이다.
하지만 아래 <표 2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R&D 지
출은 주요 비교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는 GDP에서 R&D 지출로 사용되는 비율이 1997년 2.7%에서 2008년에는
3.21%로 증가했고 국민 1인당 R&D 지출 규모도 1997년 296달러에서 2008년
695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GDP대비 R&D 지
출은 1997년에도 0.09%로 다른 한국은 물론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도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2008년의 경우에는 0.05%로 정부의
84) 김우진. 2013. “국가 R&D과제의 사업화 촉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pp.4-9.
85) 대니 로드닉. 제현주 역. 2011.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pp.13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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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R&D지출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국민 1인당 R&D 역시 1997년에는
1달러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은 지출을 하였음에도 2008년의 1인당
R&D지출은 오히려 0.4달러 줄어든 0.6달러의 지출을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을 제외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주변 국가들의 GDP 대비
R&D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 1인당 R&D 지출역시 중국은 10배, 말레이
시아와 태국도 각각 6배, 2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R&D 지
원은 주변국가에 비해서 매우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 25> 주요 국가 R&D 지출 지표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출처: 박번순(2010: 274)

R&D지출비율(대 GDP)
1997
2008
0.092
0.05
2.791
3.21
0.644
1.54
0.180
0.22
0.199
0.72
0.218
0.10

국민1인당 R&D(1달러)
1997
2008
1.0
0.6
296.9
695
4.7
50
4.6
8.9
9.0
57
1.8
1.8

위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 산업에 대한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
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제조 상품은 품질을 제대로 향상시
키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의 인도네시아 제조상품들은 아직 고부가가치 수출시
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86) 즉 열약한 R&D 투자가 인도네시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이다.87)
86) 강대창 외. 2011.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
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38-159.
8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4.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Policy
Recommendation Paper, pp.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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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도네시아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을 살펴볼 수 있는 인
도네시아의 상품별 수출비중인 <표 6>를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7단
위 상품의 비중이 1990년대 초까지는 전체 무역가운데 2%도 되지 않았고 비
록 2000년에 7단위 상품의 수출비중이 17.3%까지 증가하였지만 본격적인 개
방경제체제가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비중 감소하여 2013년에
는 12.1%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상품의 대외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15>과 같이 7단위 상품의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2013년
에는 3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인도네시아 제조상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가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취약한 인적 자본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직약적인 제조 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
이 제약조건이 아니었다고 해도 새로운 경제활동이 창출되면 인적 자원이 문
제로 부상하게 된다. 그 이유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자가 숙련되고 기술
을 보유할 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강화는 기
술혁신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력
향상과 기술향상을 통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인
적 자본형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88)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산업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
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을 받더라도 제조업 분야에서 원하는 기
88) Miki Hamada. 2013. “Indonesia: The Surfacing of Structural Problems-The Pressing
Issue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ASEAN Economy and the Middle-Income
Trap,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pp.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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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의 초등학교 입학
률은 72%에서 2010년 95%까지 오르고 1994년부터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지만 2010년 인구 컨센서스 인도네시아 평균 교육연수는 7.9년으로
의무교육인 9년보다 짧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률은 45%, 대학과 전문학교를
포함한 3차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은 11%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의 교육은 입학률뿐만 아니라 질(quality)적인 부분이 다른 국가
들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다. 즉 높은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졸업생을 지
속적으로 배출하지 못해 산업 구조의 발전에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실시된 15세 학생의 수학, 과학, 읽기 실력을 검사하는 국제학생평가프
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는 아래 <표 26>과 같이 전체 65개 참가국 가운데 수
학 과목은 61위, 과학 과목은 60위, 읽기 과목은 57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다.89)
이와 같이 낮은 인도네시아 교육의 양적, 질적인 수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인도네시아 정
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은 전체 GDP 대비 약 2-3%에 불과하고 정부 지출 가
운데서도 10% 중반에 그치고 있어 주변국가인 말레이시아의 GDP, 정부지출
대비 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인 약 8%, 27%와 태국의 GDP, 정부지출 대비 교
육에 대한 투자 비율인 약 5%, 27%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90)

89) 강대창 외. 2011.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
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38-159.
90) Javier Arze del Granado et al. 2007. “Investing in Indonesia’s Education: Allocation,
Equity, and Efficiency of Public Expenditures,” MPRA Paper No.437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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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주요 국가 학생들의 수학, 과학, 읽기 능력 평가

중 과학 점수 65개국 중 읽기 점수 65개국 중
국가
수학 점수 65개국
수학 순위
과학 순위
읽기 순위
중국
600
1
575
1
556
1
싱가포르
562
2
542
4
526
5
홍콩
555
3
549
3
533
4
한국
546
4
538
6
539
2
대만
543
5
520
12
495
23
일본
529
9
539
5
520
8
태국
419
50
425
49
421
50
인도네시아 371
61
383
60
402
57
출처: Programme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09)

열악한 산업 인프라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즉 인프라의 확충은 투자를 촉진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향
산 시킨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열악한 인프라가 오히려 기업의 활동 환경을 악화 시켜 성
장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91)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투자비율은 아래 <그래프 5>를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GDP 대비 1.6%의 투자를 하였으며 2010
년에는 투자비율이 1.2%까지 떨어졌다. 비록 이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율
이 2%대로 증가하였지만 이는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들이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율이 5-7%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
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92)
91) 심상형. 전기용. 김영훈. 2014. “조코노믹스의 과제와 장기 성장 전망.” POSRI 보고서,
pp.1-16.
92) 심상형. 전기용. 김영훈. 2014. “조코노믹스의 과제와 장기 성장 전망.” POSRI 보고서,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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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액
2.5
2.0

(단위: %)
2

1.6

1.6

1.6

1.5
1.3

1.5

2.1

1.2

1.0
0.5
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처: Government Budget Note, Credit Suisse Estimate

인프라에 대한 낮은 투자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경쟁력은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인프라 경쟁력 순위를 나타낸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력, 항구,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세계적으로도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표 27> 인도네시아 인프라 부분 경쟁력 평가순위 지수
평가연도
2006
2008
2010
2011
2012
(125개국)
(134개국)
(139개국)
(142개국)
(144개국)
(평가대상국)
종합
96
96
82
76
78
도로
105
84
83
90
철도
58
56
52
51
항구
97
104
96
103
104
공항
75
69
80
89
전력
90
92
97
98
93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6, 2008, 2010,
2011, 2012

위와 같은 도로, 항만 등 전 부문에 걸쳐 나타나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도네
시아의 물류비는 전체 GDP의 24-27%를 차지하는 고비용 구조에 놓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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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93) 또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
면 기업들 역시 전체 지출가운데 17%를 물류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물류비로 인해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더불어 열악한 인프라는 인도네시아 기업 성장의 걸림돌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시장과 천연자원의 이점을 통
해 World Economic Forum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2014년 144개 국가 가운
데 34위를 차지하며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아래 <그
래프 6>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 대비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은 외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1-2% 수준으로 2013년 기준 3.3%의 비율을 보이는
태국과 5.2%의 베트남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6>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GDP대비 FDI투자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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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national Monetary Fund
93) 심상형. 전기용. 김영훈. 2014. “조코노믹스의 과제와 장기 성장 전망.” POSRI 보고서,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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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 현상을 분석하여 산업구조가 아직 성숙하
지 못한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조기탈공업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에 대한 이론은 아직까지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 무역
자유화와 금융의 자유화 같은 개방경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94) 즉 자유
무역 체제하에서 보다 산업이 발달한 국가와의 무역으로 자국에서 가장 발달
된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자유화가 되면 해외의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국 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 된다는 측면에서 개방경제는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한편 자원이 부유한 국가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국내 제조업의 경쟁
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원 산업이 호
황을 맞게 되어 호황인 부분의 임금 상승이 다른 경제 영역의 임금상승을 야
기하고 수요 또한 증가시켜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실효환율 상승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제조상품의
대외 경쟁력은 약화시킨다.95)
기존연구와 같은 현상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어나는지 분석해 본 결과 인도
네시아에서도 무역자유화가 확산 된 이후로 제조업 상품의 무역수지가 악화되
고 금융자유화와 원자재가격 변화에 따라 실질실효환율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94) Ahmad Mansur. 2008. "Is Indonesia Undergoing A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Institute of Social Studies, pp.19-24.
95) Corden W, M, 1984. “Booming Sector and Dutch disease economics: survey and
consolidation,” Oxford economic papers, Vol.36 No.3, pp.35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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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인도네시아 제조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비록 무역자유화와, 금융자유화와 같은 개방경제 체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제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만 단순히 개방경제가 인도네
시아의 탈공업화를 유발하는 근본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와 비
슷한 경제 환경을 가진 태국, 베트남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인도네시아보다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제조업 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또한 이 두 국가에서는 자본유입이 실질실효환율의 상승과 늘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인도네시아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도 제조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제조 산업 경쟁력약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산업
구조형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 즉 산업정책 측면에서 살펴봄으로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산업정책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
하며 시장 조절과 기술혁신을 주도함으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분석적인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국가의 산업정
책이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산업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1969년 이후로 다양한 산업정책을 내세
워왔지만 정책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와 역량의 부족 즉 조절의 실패와 변동
의 실패로 오히려 산업의 발달을 저해시켰다.
먼저 조절의 실패 관점에서는 수입대체산업화 시기 국영기업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여 지대를 추구하였고 수출진흥산업화 시기에는 수하르토 측근과 친족
이 특혜를 받는 부패의 만연 속에 소수 재벌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당하면서
투자에 대한 조정과 자본의 배분이 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성장
하지 못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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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들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업 생산
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협소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산
업화 전략을 오랫동안 지속한 점과 자원위주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잘못된 산업정책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변동의 실패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기술과
정보의 향상을 통한 생산력과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R&D투자, 인적 자본을
위한 투자가 극히 미비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도 인
프라 향상에 대한 노력의 부족으로 기업의 생산력과 외국인직접투자가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의 조기탈공업화 현상은 기존이론의 설명과 같이 개방경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의 탈공업화는 국내 제조 산업의 경
쟁력이 취약한 구조 속에서 개방경제의 확대로 대외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
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제를 따라잡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산업(escalator industries)라
고 불리는 제조업 약화현상 즉 조기탈공업화가 나타나면 실업율의 증가와 더
불어 빈곤의 증가 같이 미래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산
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의 경우에는 산업화시기 인도네시아와 같이 기업에 혜택과 지대를 제공했지만
재벌에 제공하는 국가의 지원이 인도네시아와 같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해
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지원을 받던 기업
도 수출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96)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한국은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
96) Lew, Seok Choon. 2013.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al Path: Confucian
Tradition, Affective Network, palgrave macmillan,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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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었으며 효과적으로 국가의 자본을 배분할 수 있었다. 이때 한국에
서 기업들 간의 경쟁이 매우 격심했다는 사실은 1965년의 상위 100대 기업 가
운데 단지 22개 기업만이 1975년 100대 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1975
년 100대 기업 가운데 30개 기업만 1985년에 100대 기업의 위치를 지킬 수 있
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97)
또한 한국은 제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1967년부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산업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기술 그리고 기업의 R&D 활
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1970년대 한국과학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을 비롯하여 12개의 공공연구기관을 건립함으
로 중화학 공업을 급격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98)
인도네시아도 조기탈공업화를 극복하고 제조 산업의 구조를 한 단계 더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인도네시아 사례에만 집중해 개발도상국의
조기탈공업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의 산업정책에 따
른 탈공업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탈공업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개
발도상국의 사례 통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인도
네시아의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탈공업화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국
가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97) 류석춘. 2006. “발전국가 한국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 박정희 시대와 이승만 시대 비교.”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전통과현대, pp.126-135.
9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4.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Policy
Recommendation Paper,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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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ial analysis on Indonesia's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Focused on the Role of the StateJung, DongJin
Department of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factor of Indonesia’s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phenomenon after Asian finance crisis.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hinders economic development with rising
unemployment rates and poverty because it constricts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is called ‘escalator industry’ to catch up economy of
advanced countries. So it is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to examine the
factor of Indonesia’s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Previous researches on Indonesia’s de-industrialization explain it with
external factors such like trade liberalization, finance liberalization and
dutch disease. But these viewpoints can’t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which do not show a tendency of de-industrialization.
So this research try to analysis Indonesia’s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in terms of internal factors, indust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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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is in mind, the thesis firstly looks into Indonesia’s industry
structure, employment ratio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export ratio of
manufacturing goods to make sure whether Indonesia is on the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or not. As a result Indonesia shows the tendency of
relative de-industrialization in comparison with Thailand and Vietnam
which have a similar economic environment.
Also, Indonesia shows weakening of competitive power on manufacturing
industry and goods consistently with open economic systems like previous
research mentioned. But it can not the fundamental factor of Indonesia’s
de-industrialization. because Thailand and Vietnam do not show a same
tendency.
So, this thesis examines Indonesia’s industry policy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As the result we can
confirms that Indonesia has lack of government capacity to adjust market
economy and to innovate industry. in other words Indonesia’s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is result of entering open economic system under the
lack of capacity to improve manufacturing industry competitiveness.

Keywords: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Indonesia, Industry policy,
Manufacturing industry, the Role of the State, Op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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