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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향후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이 진전되고 북한의 대외관계도
정상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경제회복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부문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산업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산업부문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에서는 세계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은행의 프로
젝트를 중심으로 그 경험과 교훈을 정리할 것이며,
— 특히, 중국, 베트남, 러시아, 동유럽 등 체제전환국의 산업
개발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출 것임.
□ 체제전환국의 산업개발을 위한 지원

○ 체제전환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산업화
수준이 높았으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산업부문의 개혁이 매
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음.
— 과거의 ‘중공업 우선 성장노선’에 따른 왜곡된 산업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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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기업들을 새롭게 구조조정해야 했으며,
— 신규 기업의 창설과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거시경제, 법규‧제도,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정
책 개혁이 필요했음.
○ 세계은행과 E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정부는 체제전환국의 산업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에서는 세계은
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구소련, 동유럽의 산업개혁에는 세계은행, EBRD, EU, 주
요 선진국 정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는 체제전환국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 프로젝
트를 크게 광업지원, 기업지원, 무역 및 기술지원의 세 유형
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체제전환국의 광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신규 자원개
발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기존의 비효율적 광산의 폐쇄 및
관련 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음.
— 특히, 생산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석탄광업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간주되었음.
—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상당수 석탄광산의 폐쇄에
수반되는 제반 사회적 비용을 지원하였고,

요 약 3

— 주요 광업회사의 사유화 또는 주식회사화 및 광업 관련
법‧제도의 개혁, 석탄가격 자유화 등 개혁 프로그램을 추
진하였음.
○ 체제전환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는 크게 사유화 지
원, 기존 국유기업 구조조정, 신규 중소기업 지원 등 세 분
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검토함.
— 기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지원은 주로 중국
에서 이루어졌으며, 설비 현대화, 기술이전, 경영 컨설팅,
환경보호 설비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음.
— 신규 중소기업의 창설‧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는 공공‧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관
계자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실시되었음.
○ 그 밖에 산업부문을 위한 중요한 지원으로는, 무역 및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을 들 수 있음.
— 무역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무역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무
역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무역 관련
인프라의 건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주로 수출금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FDI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개도국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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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개도국의 FDI 유치 관련
제도와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활동, 외자유치 담당기관의
설립‧운영 지원 등이 있음.
—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은 기술개발 관련 자금지원, 연
구소,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및 산관학 연계, 기술 컨설팅,
기술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됨.
○ 한편, 산업부문에 대한 국제 개발지원도 다른 부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기술적 지원과 자금 지원의 두 범
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지원금액의 규모는 자금지원 쪽이 훨씬 크지만, 내용상으
로는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도 매우 큼.
—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하나
의 패키지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기술적 지원의
성공적 이행이 전체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교훈과 시사점

○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산업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더 중시
해야 함.

요 약 5

— 한편으로는 정책 및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양호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과 기술 및 시스템을 전파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둘째, 개발지원은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체제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민간의 주도성 및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체제개혁이 진행되어야만 지속적 산업개발과 경제성장이
가능함.
— 따라서 국제사회는 지원 수혜국의 체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지원의 제공 여부 및 그 규모를 해당 국가의 정
책 및 제도의 건전성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산업부문과 관련해서는 국유기업‧공기업의 상업화(주식회
사화) 또는 사유화(민영화), 신규 중소기업 창설 장려, 가
격 자유화, 진입규제의 철폐, 건전한 산업활동을 뒷받침할
법‧제도의 확립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셋째, 지원 수혜국의 경제가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함.
— 많은 개도국(특히 소규모 개도국)이 원조의존적 체질에서
벗어나 자립적 수출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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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무역 관련 지원(aid for trade)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해, 개도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또, 무역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유리한 법‧제
도, 인프라, 금융 시스템 등 각종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펴고 있음.
○ 넷째, 수혜국 자신의 주도성, 체제개혁 및 개방 노력, 그리
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가 지원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
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수혜국 관계자들의 주인의식과
주도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원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
려움.
— 또한, 수혜국의 파트너들이 국제사회 및 지원기관(예컨대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
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야만 지원 프로젝트가 실효성 있
게 추진될 수 있음.
○ 다섯째, 지원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지원 수혜국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함.
— 지원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집행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들

요 약 7

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가급적 여러 부문의 많은 사람들에
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부문 대북지원 추진방향과 과제

○ 산업부문의 남북협력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교역 및 투
자사업으로서 상업적 경제협력에 해당하며, 따라서 민간기
업 주도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업적 경협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의 일반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는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를 돕기 위한 지원에 해
당하며, 동시에 남측 기업의 대외진출을 도와 국내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음.
○ 북한의 산업부문을 돕기 위한 공적 지원은 기술적 지원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에 강조점을 맞춰야 할 것임.
— 다른 많은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정책 변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
존 국유기업의 설비 현대화 등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먼저 시장경제, 기업경영, 대외무역, 외자유치, 산
업정책, 산업기술 등 여러 방면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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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부문, 나아가서 모든 부문에 대한 대북지원은 북한당국
의 협력 의지 및 경제개발 노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지원 규모와 방식, 속도, 부문간 우선순위 등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북한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 북한당국 스스로 적극적인 주도성을 발휘하고 남측 및 국
제사회와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산업개발 및 이와 연계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 특히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및 지역별 개발은
행)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 경험
과 전문인력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협력은 대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남북간의 효율적 분업구조 구축에 유의해야 함.
— 남북간 과잉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각자의 비교우위에 적
합한 산업기반을 갖춰 남북한 산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발
전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요 약 9

○ 북한 산업부문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업
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 개성공단, 해주특구(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旣합의된
경제특구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 2007년부터 실시
중인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의 계속 추진, △ 기술
교육‧교류 및 인력개발
○ 북한 산업부문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는 다음과 같음.
— △ 북한 산업부문의 실태에 대한 공동 연구조사 및 정책자
문, △ 북한의 기존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설비, 기
술, 경영기법 등의 지원, △ 신규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한 지원, △ 수출산업 육성 및 외자유치를 위한 지원, △ 기
술이전‧교류 및 인력개발의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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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부문 대북지원 필요성

1. 핵문제 해결 전망과 대북지원 확대 필요성
○ 2007년 2월 6자회담 타결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이 밝
아지고 있음.
— 미국정부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온건노선
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였고, 북한당국도 핵 폐기 의사를
밝히고 있음.
— 핵문제의 최종 해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
나, 평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
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핵 폐기 과정이 실질적 이행에 들어가게 될 경우 북한에 대
한 경제지원1) 프로그램이 대북정책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
게 될 것으로 보임.

1) ‘지원’과 ‘원조’는 같은 뜻을 가리키는 용어로 혼용할 수 있음. 일반
적으로 ‘해외원조’, ‘개발원조’ 등 ‘원조’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대북지원’과 같이 ‘지원’이라는 용어가 더 흔히 사
용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도 ‘지원’으로 용어를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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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 정부들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실시할 뜻을 거듭 밝
혀왔음.
—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경제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 및 북
한의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지 핵 폐기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목표
를 위해 대북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
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여 남북한 소득격차 등 제반 사
회경제적 차이를 해소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
는 산업부문의 재건‧발전이 핵심과제가 될 것임.
— 1990년대 초 이래의 경제난에 따라 특히 제조업과 광업
부문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림 Ⅰ-1> 참조).
— 북한의 상당수 기업소는 가동을 정지했거나 가동률이 크
게 떨어져 있으며, 많은 도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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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120

북한의 산업별 성장지수：한국은행 추정치
단위：19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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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북한 성장률 추정결과”, 각년도.

○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산업
재건과 수출산업 진흥이 반드시 필요함.
— 산업기반이 붕괴된 일부 지역의 중소도시 주민들이 1990
년대 중후반의 식량난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
로 보고된 바 있음(이석, 2004).
— 북한은 지형‧기후조건상 농업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므로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보다는 공산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부족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핵협상 타결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서는 에너지 및 교통‧통신 등 경제적 인프라 지원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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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전력 등 에너지 공급은 북한당국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하
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정부도 이미 핵문제 해결시 대규
모 전력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이는 전력 부족 등 인프라의 미비가 북한의 산업 재건 및
(남한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가로막는 가
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인프라 건설 지원은 북한 산업의 발전과 남북한
산업협력의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생각됨.
○ 이와 동시에 산업부문의 재건을 보다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공적 지원 사업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산업협력은 민간기업의 상업적 경협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차원의 공
적 지원이 이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또, 남북경협 외에도 북한 산업 그 자체의 발전과 개혁을
돕기 위한 추가적 지원도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부문에 대한 대북지원의 바람직한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부문 지원의 국제적 경험을 체제전
환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함.
— 국제사회는 1980년대 초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을 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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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규모 개발지원을 실시했으며, 기업개혁과 산업기술
개발 등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
음.
— 1990년대 초 이후에는 체제붕괴 후 심각한 불황을 경험한
구소련,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베트남 등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서도 많은 지원을 실시하였음.
— 체제전환국의 산업부문 구조조정과 제도개혁,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경험은 북한 산업의 바람직한
재건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산업부문 대북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 현재 우리 정부의 산업부문 대북지원은 개성공단 사업과 경
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구역의 인프라 건설 자금을
무상지원했는데, 이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
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외자유치 활동을 도운 것이
라는 점에서 대북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은 우리 측에서 경공업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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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대신, 나중에 이를 북측의 지하자원으로 상환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상업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장기
저리 차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유상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또,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은 단순한 물물교환이 아니
라 북한 자원의 남북한 공동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공업 분야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됨.
○ 우리 정부의 지원 외에, 외국의 산업부문 대북지원 사례로
는 중국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있음(중
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006).
—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중국정부의 무상지원2)으로 2004년 7
월에 착공해 2005년 10월에 준공된 판유리 생산 공장임.
— 공장 건설 과정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우이 부총리 등 중
국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해 큰 관심을 표시하였고, 북한
역시 이 공장을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음.
○ 2006년 5월, 북한의 경제현장을 취재한 중앙일보 취재팀은
우리 정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에 공장을 건설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중앙일보, 2006. 6. 13; 중앙
2) 공장 건설비용은 당초 2,400만 달러를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약 5,0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그 중 중국정부의 무상지원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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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006).
—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아직 민간기업의 대북투자가 본격
화될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정부가 먼저 나
서서 산업협력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또 우리 정부가 공장 건설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대북지
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지식 이전과 인력 훈
련을 병행하여 시장경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임.
— 신규 공장의 건설 외에, 기존 공장들의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방안이 제안된 적도 있음(중앙일보, 2004. 5. 5).
○ 정부가 직접 공장 건설이나 설비 개보수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의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에서는 국유기업 또는 공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국유기업이 갖는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 또는 체제전환국의 경우 국
유기업의 신규 건설 또는 설비 개보수 지원 등은 시장지
향적 개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산업부문에 대한 대북지원은 단순한 생산설비 투자보다는
북한의 산업과 기업이 글로벌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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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 위한 기술지원 및 정책‧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생산설비 투자는 정부 지원보다는 민간기업의 상업적 경
협을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
할을 맡아야 할 것임.
— 개성공단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기존 지원사업
도 북한의 체제개혁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남북한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체제전환국 산업부문
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대북지원 및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 산업부문에 대한 국제적 지원에서는 세계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도 세계은행의
지원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임.
— 국제적 지원경험의 검토는 향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지원을 실시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좁은 의미의 산업부문, 즉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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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Ⅱ.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 경험

1. 산업부문 개발지원의 경험과 교훈
(1) 산업부문 개발지원의 비중 변화

○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 정부의 개발지원은 2차 세계대전
이 끝나고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하고 난 이후인 1950년대부
터 개시되어 반세기를 넘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음.
— 미국정부는 1940년대 후반에 유럽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
으로서 ‘마셜플랜’을 시행한 바 있으며, ‘마셜플랜’이 성공
하자 이를 모델로 삼아 주요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본격화하게 되었음.
3) ‘개발지원’과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돕기 위한
선진국의 지원(무상지원 또는 양허성 유상지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체제전환국 중 중
국, 베트남 및 일부 구소련 출신 국가 등 저소득 국가는 개발도상국
에 해당하지만, 러시아, 동유럽 등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
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은 ‘개발지원’이라
고 부르지 않음.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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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개발지원은 실시 주체에 따라 크게 양자간 개발지원과
다자간 개발지원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양자간 개발지원은 개별 선진국 정부가 실시하는 지원이
며, 다자간 개발지원은 국제(금융)기구가 실시하는 지원을
가리킴.
— 다자간 개발지원의 경우, 세계은행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
요한 주체이며, 그 밖에 각 지역별 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
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과 유엔 기구 등도 활발하게 참
여하고 있음.
○ 국제 개발지원의 초기 단계인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표
Ⅱ-1>, <표 Ⅱ-2> 참조).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은 곧 산업화와 동의어로 이해되었
으며, 따라서 산업개발을 돕기 위한 지원이 활발하게 추진
되었음.
— 전력, 교통 등 산업화에 직접 기여하는 경제적 인프라 건
설도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세계은행의 초
기 지원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
었음.
○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점차 개발지원의 초점이 사회개발
및 행정분야 지원으로 옮겨 가면서 산업부문 지원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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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양자간 공적개발지원의 부문별 구성
1967

사회개발 및 행정

1975

1985

1995

단위：%
2005

8.3

22.8

25.5

30.5

30.5

교육

0.0

11.1

11.2

11.2

6.1

보건

0.0

4.6

5.1

4.0

3.8

수자원 및 위생

0.0

2.1

2.6

5.6

4.8

정부 및 시민사회

0.0

1.4

2.2

3.2

9.7

기타

8.3

3.5

4.4

6.4

6.1

27.8

10.3

17.1

23.7

10.6

교통

11.1

2.5

5.8

10.0

5.2

통신

3.2

1.8

2.2

1.5

0.4

13.5

5.4

7.3

10.1

3.1

0.0

0.7

1.8

2.0

2.0

36.6

21.9

19.1

10.6

5.2

7.0

8.6

13.0

7.4

3.3

29.6

6.2

5.4

1.6

1.3

0.0

0.0

0.7

0.2

0.5

0.0

2.1

1.2

5.0

6.5

27.3

42.8

37.1

30.2

47.2

10.1

19.1

24.5

5.8

2.5

부채 탕감

6.5

4.1

2.5

7.3

27.5

긴급 지원

0.0

1.3

2.2

5.2

10.0

10.8

18.4

7.9

11.9

7.2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제적 인프라

에너지
기타
생산
농림어업
광공업 및 건설업
무역, 관광
다부문
기타
현물 지원/프로그램 지원

기타
총

계

자료：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Database.
주：OECD 개발지원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양자간 공적개발지원 공약액(ODA commitment) 자
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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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세계은행 대출의 부문별 구성
단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

5.0

13.0

23.5

54.1

53.4

교육

-

3.0

4.0

7.2

4.8

8.7

보건 및 인구정책

-

-

1.0

4.5

9.8

9.9

수자원 공급

-

2.0

5.0

4.5

9.9

9.8

도시화

-

-

3.0

4.8

-

-

공공행정

-

-

-

2.5

29.6

25.0

69.0

56.0

35.0

32.0

23.3

23.1

교통

38.0

29.0

13.0

13.5

11.2

14.1

통신

-

4.0

1.0

3.0

1.8

0.9

사회개발 및 행정

경제적 인프라

에너지

31.0

23.0

21.0

15.5

10.3

8.2

31.0

36.0

47.0

29.0

22.6

23.5

-

-

4.0

0.4

-

-

9.0

18.0

30.0

17.7

5.5

8.7

22.0

18.0

13.0

10.9

6.8

7.3

금융

0.0

0.0

0.0

0.0

10.3

7.5

Others

0.0

3.0

5.0

15.5

-

-

구조조정

0.0

0.0

5.0

14.7

-

-

기타

0.0

3.0

0.0

0.8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
석유, 석탄, 가스
농림어업
산업 (및 무역)

총

계

자료：World Bank Annual Report, 각년도.
주：1) 시기에 따라 분류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원자료의 항목들을 일
부 통합하여 재구성한 부분이 있음. 2) ‘에너지’ 항목은 주로 전
력사업을 의미하며, 2000, 2005년 수치는 ‘석유, 가스, 석탄’을 포
함하고 있음. 3) ‘산업’ 부문 대출의 1980년 및 90년 수치는 ‘개
발금융회사’(development finance companies)에 대한 대출을 포
함하고 있음. 4) 1980, 90년대에 ‘구조조정’(또는 ‘경제정책’)으로
분류됐던 부분은 현재 ‘공공행정’ 항목으로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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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하락하였음.
— 특히 1990년대 이후 양자간 공적 개발지원에서는 산업부
문 지원 프로젝트가 거의 사라졌음.
— 세계은행의 개발지원에서도 산업부문 프로젝트의 비중은
크게 하락했으나, 양자간 지원의 경우와 달리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음.
— 결국 산업부문 지원 프로젝트가 국제 개발지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축소되면서 주된 지원 임무가 세계
은행을 비롯한 다자간 개발기구에 이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산업부문 지원의 비중이 크게 축소된 데는 다음과 같은 여
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하였음.
— 우선, 초기에 실시했던 많은 산업 지원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국유기업 또는 공기업 중심의 산업 개발지
원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민간기업(또는 私기
업)에 의한 무역과 직접투자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음.
— 또한, 초기의 개발지원이 직접적인 경제지원을 과도하게
중시했던 데 대해, 후기로 갈수록 교육, 보건 등 인적자원
의 양성을 통한 사회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성이 널리 공감을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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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지원 수혜국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 경우 지원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 아래, ‘좋은 국
가통치체제’(good governance)의 확립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강화 지원 프로젝트들이 크게 늘어났음.
(2) 세계은행의 산업부문 지원 경험

○ 세계은행은 1960년대 초까지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부문에 대
한 직접적 대출에 소극적이었음(Mason and Asher, 1973).
— 당시 세계은행의 경영진(특히, 1949～63년에 재임한 Eugene
R. Black 총재)은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민
간자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음.
— 신규 공장 건설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은 프로젝트 규모
가 너무 커서 민간자본만으로는 충분한 자본조달이 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며, 그 경우에도 일정 기간 후 민
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당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은 개
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일본, 호주 등)을 대상으로 한 대
출의 규모가 더 컸음.
○ 그러나 세계은행은 1960년대 중후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산
업부문을 지원하는 데 종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음.
—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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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인물들(1963～68년에 재임한 George D. Woods,
1968～81년에 재임한 Robert S. McNamara)이 잇달아 세
계은행 총재직을 맡으면서 개발도상국의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음.
— 또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어, 공기업으로 운
영될 신규 공장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졌음.
○ 세계은행의 산업부문 대출 중 가장 중요한 방식은 ‘개발금
융회사’(development finance companies)를 통한 간접적 지
원이었음(World Bank, 1972 ; Gordon, 1983).
—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개발금융회사’의 창
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출을 시행하였음.
—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미흡하고 민간 상업
은행이 장기 투자자금의 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에, 산업화
지원을 위해 ‘개발금융회사’와 같은 특수한 금융기관이 필
요하였음.
— 당초 세계은행은 민간 개발금융회사를 더 장려하였으나,
개발금융의 특성으로 인해 나중에는 정부 소유 개발금융
회사(한국의 산업은행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더 일반
적인 현상이 되었음.
— 1960년대에 ‘개발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은 세계은행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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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부문 대출 중 약 2/3를 점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
○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 대출은 주로 비료, 화학, 철
강, 방직, 제지, 시멘트 등 대규모 수입대체 공장들을 대상
으로 하였음.
— 이는 주로 차입국인 개발도상국 정부의 선택에 의한 것으
로, 1950～70년대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주된 경제개발
모델이 수입대체 산업화였기 때문임.
○ 그러나 많은 산업 프로젝트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
지 못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산업부문 대출에 대한 세계
은행의 정책은 다시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
— 산업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이 점차 분명히 인식되었음(Cassen and Associates, 1986 ; Baum and Tolbert, 1985).
— 세계은행이 지원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시간과 비용이 당
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으며, 경영능력 부족, 원자
재 및 전력공급 문제, 수요예측의 잘못 등으로 인해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음.
— 개발금융회사들도(정부소유든 민간소유든) 경영방식이 너
무 관료적이고 세계은행 같은 외부 지원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산업부문에 대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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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
었음.
○ 1980년대 이후 세계은행은 개별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적 지원을 줄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산
업화와 대외무역,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
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1980년대 이후 거시경제적 안정화와 정책‧제
도개혁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기존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음(Mathieu, 1996).
— 또한 1990년대에는 구소련, 동유럽 나라들이 체제전환 과
정에 돌입함에 따라, 국유기업 중심인 이들 나라의 산업부
문을 사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유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주요 과제로 등장했음.
(3) 산업부문 지원의 접근방법 변화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산
업부문에 대한 개발지원은 그 비중이 크게 축소됨과 동시에
접근방법도 역시 크게 변화하였음.
— 아래에서는 산업부문 지원의 접근방법 변화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
이 있음.
○ 첫째, 공기업(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줄어들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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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또는 사유부문, private sector)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한 지원이 크게 늘어났음.
— 개발도상국의 많은 공기업이 부실경영으로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으며, 이를 개혁하려는 노력도 큰 성과를 거두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World Bank, 1995).
— 또한, 최근에는 단순히 소유형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 세계은행은 공기업 민영화를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조조정
차관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설정해 왔으며, 민간 비즈
니스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
도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World Bank, 2002a).
○ 둘째, 수입대체 산업화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그 대신 수
출지향 산업화가 더 바람직한 개발모델이라는 인식 아래 무
역 자유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물류, 통신 등 무역 관련 인프라의 정비, 나아가서 무역금
융, 마케팅, 기술경쟁력 등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음(OECD, 2006a ; World
Bank IE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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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과거에는 공장, 즉 제조설비의 건설에 초점이 맞춰졌
다면, 이제는 마케팅, 원자재 확보, 인력 양성, 가격설정, 연
구개발 등 전반적인 경영역량의 확보가 중시되고 있음.
— 따라서 공장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제반 경영
역량의 확보를 돕기 위한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넷째, 대규모 공장 건설 프로젝트보다는 중소기업 진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발지원의 중점이 옮겨졌음.
— 과거 많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는 정부개입에
의해 대규모 산업을 특권적으로 육성함에 따라 경제 전체
의 기초가 되어줄 효율적 중소기업의 발전이 저해되었음.
— 또한 효율적 자본시장의 부재와 관료적 규제로 인해, 민간
중소기업의 발전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
음.
— 따라서 최근 산업부문 개발지원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활
성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술개발 지원, 진입규제 완화
등 민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함.
— 과거 사회주의 경제의 유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발전이
미약한 체제전환국에서는 중소기업 진흥정책이 더욱 중요
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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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과거의 산업부문 지원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이었다
면, 이제는 해당 업종, 산업부문 전체, 나아가서 국가경제
전체의 정책, 제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
춰지고 있음(World Bank, 2002a).
— 산업부문 지원 프로젝트는 업종 및 부문 전체에 대한 총
괄적 조사와 평가에 기초해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개별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원 프로젝트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
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2. 체제전환국의 산업개혁에 대한 지원
○ 산업화 및 산업부문 지원에 관한 일반적 교훈과 규범은 체
제전환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함.
— 다만 체제전환국은 과거 사회주의 경제의 부정적 유산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체제전환국들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산업
화 수준이 높았으며(즉 광업 및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산업부문의 개혁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
음.
— 체제전환국들은 사회주의 시대에 비교우위를 무시한 ‘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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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우선 성장노선’과 국정가격 체계로 인해 왜곡된 산업구
조를 갖고 있었고, 상당수 기업들이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시장경제적 환경에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
— 또한, 거시경제 불안, 법규‧제도 미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도 불리한 환경을
갖고 있었음.
○ 체제전환국의 산업개혁 과정에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국유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음.
— 공산당 통치체제가 유지된 중국의 경우에는 국유기업의
소유제 형식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업개혁을 시도한 반면,
— 공산당이 무너지고 급격한 체제전환 과정에 들어간 소련,
동유럽의 경우에는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대대적으로 추진
되었음.
○ 이와 함께 신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창설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등장하였음.
—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에는 농촌 집단소유제 기업
(농촌 지방정부 소유 기업)인 ‘향진기업’이, 후기에는 ‘사영
기업’이 대거 출현하였으며,
— 구소련, 동유럽에서도 신규로 창설된 사기업이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였고, 신규기업 창설이 얼마나 활발한가가
국가별 경제성장 실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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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
○ 세계은행과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정
부는 체제전환국의 산업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에서는 세계은
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구소련, 동유럽의 산업개혁에는 세계은행, EBRD, EU, 주
요 선진국 정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
(1) 국유기업 개혁 지원 : 중국의 경우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대외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국제(금
융)기구 및 선진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
었음.
— 중국은 1980년에 IMF와 세계은행 회원 자격을 획득했고,
개혁‧개방 과정에서 주로 세계은행의 지원을 많이 받았음
(Bottelier, 2006).
— 선진국 정부 중에서는 일본정부의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개발지원은 자본조달 원천으로서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선진적인 지식과 기술
의 전달 통로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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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발지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제반 기술적 지원이
동반되었으며, 선진적인 시스템과 조직 및 지식과 기술을
이식하는 데 기여하였음.
○ 중국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는 세계은행이 가장 중요한 지원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세계은행은 중국에 급진적 체제전환이나 사유화를 주문하
지는 않았으며, 중국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점진적 시
장개혁을 지원하였음.
— 중국에 대한 지원은 세계은행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로 꼽히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비교적 순조롭게 수행되
었고, 대출금 상환도 별 이상 없이 이루어졌음.
○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개발지원 프로젝트는 농업, 교통,
에너지 등의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그림 Ⅱ-1> 참조).
—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주요 내용은 1) 기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프로젝트와 2) 국유기
업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자문 활동으로
구성되었음(Nolan, 2005).
○ 중국 산업부문에 대한 세계은행의 기초연구 및 정책자문 활
동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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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an, 2005 ; Mai, 2005).
— 세계은행은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
소와 공동으로 국유기업 실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했
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유기업 개혁정책을 여러 차례 제안
했음.
— 세계은행의 정책제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의 ‘주
식회사화’ 방안에 대한 것으로,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정
책의 기초가 되었음.
<그림 Ⅱ-1>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부문별 대출 비중(1981～2002, %)

환경, 6.6
도시화, 4.1
수자원 공급, 2.3
보건, 2.7

기술지원 및 기타, 1.3

농업, 27.5

교육, 4.8

산업, 8.0
교통, 24.5
에너지, 18.1

자료：World Bank Beijing Offic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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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세계은행은 소유제도 개혁 및 건전한 기업지배구
조 확립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결국 중국정부
의 정책이 기존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사영기업의 발전을 촉
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음.
—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1990년대 중후반 이
후 ‘抓大放小’(큰 기업은 틀어쥐되 작은 기업은 놓아준다)
라는 방침 아래, 중소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적극 추진했
음.
— 또한, ‘향진기업’ 등 집단소유제 기업(지방정부 소유 기업)
의 사유화도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신규 사영기업의 발전
속도도 매우 빨라졌음.
○ 중국의 산업부문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 경험은 자금이나
설비 같은 하드웨어적 지원보다는 지식과 기술 및 정책자문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더욱 중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
을 보여줌.
— 세계은행의 정책제안은 즉각 채택되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장
기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
두었음.
— 특히 세계은행의 연구와 정책제안이 상호신뢰와 존중의
바탕 아래 중국측 파트너와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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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화 및 사기업 지원：구소련, 동유럽의 경우

○ 점진적 시장개혁을 추진한 중국과 달리, 공산당 통치체제가
무너진 구소련, 동유럽에서는 기존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산
업개혁의 핵심과제로 부상했음.
— 동유럽 일부 국가의 1970, 80년대의 국유기업 개혁 시도나
구소련의 1980년대 후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국유기
업 개혁 시도가 대체로 실패했기 때문에, 사유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음.
— 또, 공산당 통치체제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공산당 권력
의 근간이 되어온 국유기업 시스템을 하루 빨리 해체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도 급속한 사유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
한 논거로 작용했음.
— 구소련과 동유럽은 국유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
국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기존 산업‧기업의 사유화와 구
조조정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 정부는 구소련, 동유럽의 사유
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했음.
— 체제전환 초기에 바람직한 사유화 방안을 둘러싸고 국제
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주류적인 입장은 가급적 빨
리 대규모 사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으며, 국제적 지원
도 이러한 입장 아래 실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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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화의 실제 추진방안은 기본적으로는 체제전환국 각국
의 국내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나라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띠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정책이 상당
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점도 무시할 수 없음.
○ 먼저 세계은행의 체제전환국 지원 경험을 살펴보면, ‘사유부
문의 발전’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음(Desai,
2004; Nellis, 2002).
— ‘사유부문의 발전’(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비중(금액 기준)은 6%대에 불과하지만, ‘경제
정책’, ‘금융’, ‘공공부문 관리’ 등 다른 부문의 프로젝트 중
사유화를 지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면, 약 1/3이 ‘사유
부문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음(<표 Ⅱ-3>
참조).
— 사유화 지원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사유화 프로그램의
설계 및 집행과 관련된 정책자문 및 기술적 지원으로 구
성되었음.
○ ‘사유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대규모 사유화 프로그램의 설계와 집행에 대한 지원
— 둘째, (사유화 실시 이전에 먼저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당분간 사유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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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구조조정 지원
— 셋째, 사유화 이후 기업 구조조정 지원
— 넷째, 신규 중소기업의 창설 지원
○ 이와 함께 사유부문의 발전을 돕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 프
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표 Ⅱ-3> 세계은행의 체제전환국 지원의 부문별 내역(1989～2003)
금액 (백만 달러)
경제정책

비중 (%)

10,638

25.2

에너지와 광업

7,061

16.7

교통

4,077

9.6

농촌

3,957

9.4

금융

3,571

8.4

공공부문 관리

2,597

6.1

사유부문 발전

2,431

5.8

사회보호

2,305

5.5

보건

1,468

3.5

도시개발

1,327

3.1

교육

1,162

2.7

수자원 공급

759

1.8

정보통신

483

1.1

환경

39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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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2,269

100.0

사회개발
총계
자료：World Bank OED(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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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금융부문의 국유기업 부실채권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한 부실자산 정리, 은행 자본금 확충 등의 지원
— 둘째, 사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료적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규제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
— 셋째, 사유화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수반되는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
○ 세계은행의 사유화 지원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나, 초기 지원 프로
그램에는 중대한 결함들이 존재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세계은행의 자체 평가에서는 사유화 지원 프로젝트들의
성과 등급이 세계은행의 전체 지원 프로젝트 평균 및 체
제전환국 지원 프로젝트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초기 지원 프로그램들은 사유화 그 자체의 급속한
추진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사유부문의 발전을 위
해 필요한 각종 제도개혁 과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
을 받았음(Nellis, 2002).
— 세계은행은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유화의 속도와 규
모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유화의 진행 및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기구의 정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점
차 정책을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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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세계은행의 체제전환국 주요 기업개혁 지원 프로젝트 사례
연도

금액
(백만달러)
50
100
100
95
450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2001
1998
1999
1997
1991

폴란드

1992

60

폴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1991
1993
1994
1996
1999
2002
1992

280
450
175
280
300
300
200

카자흐스탄

1995

62

키르키즈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슬로베니아
그루지아
러시아

1994
1997
2000
1996
1993
1999
1992

60
60
99
100
80
60
90

러시아

1997

600

우크라이나

1996

310

프로젝트 내용
핵심 제조업 부문의 기업 구조조정
국유기업 사유화
국유기업 사유화 및 청산
사회적 소유 기업의 사유화
국유기업의 소유 및 경영 개혁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펀드 및 투자자금
조달
국유기업 사유화 및 구조조정
국유기업 사유화 및 구조조정
국유기업 사유화 및 구조조정 전략 수립
국유기업 사유화 및 구조조정
국유기업 사유화 및 청산
국유기업 매각을 위한 기술지원
국유기업 사유화 및 구조조정
국유기업 사유화, 구조조정, 청산을 위한
자문 서비스
국유기업 구조조정, 청산, 지배구조 개선
국유기업 사유화 완료
국유기업 사유화 완료
에너지 부문 및 소규모 사유화
국유기업 주식회사화 및 매각
국유기업 사유화 완료
사유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구조적 개혁, 사유화
된 기업에 대한 재무규율 확립
국유기업 사유화 및 구조조정

자료：Desai (2004), Annex 2, 3.
주：대출금액 5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의 목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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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소련,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에서는 세계은행 못
지않게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
— EBRD는 구소련, 동유럽 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창설된 국제금융기구로서, 구소련, 동유럽 경제재건을 위
한 투자 프로젝트에 많이 참가했음.
<표 Ⅱ-5> EBRD의 체제전환국 지원 부문별 현황 (1991～2006)
EBRD 대출총액
(백만 ECU)

비중 (%)

농업 비즈니스

2,606

7.9

에너지 효율성

219

0.7

금융기관 - 은행대출

4,926

15.0

금융기관 - 은행주식

2,041

6.2

금융기관 - 주식펀드

1,813

5.5

금융기관 - 비은행 기관

1,303

4.0

일반 산업

4,210

12.8

도시 및 환경 인프라

2,149

6.5

천연자원

1,971

6.0

전력과 에너지

2,790

8.5

부동산, 관광

1,176

3.6

755

2.3

정보통신

2,203

6.7

교통

4,674

14.2

32,835

100.0

소기업 프로그램

합

계

자료：EBRD website(http://www.ebrd.com/projects/signed/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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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RD의 체제전환국 지원 중 산업부문(광업 및 제조업=‘천
연자원’ 및 ‘일반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
당히 높았음.
—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도 결국 각 체제전환국의 금융기관
을 통한 산업부문 지원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 EBRD의 산업 지원 프로젝트는 대부분 사유화를 통해 사기
업으로 변신한 기업들의 생산설비 현대화 및 증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로 구성되었음.
— EBRD의 대출은 대부분 다른 자본조달방안이 존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보충적인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음.
— 특히, EBRD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직접투자
자 중 하나로서, 다른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에 동반 참여
하는 경우가 많았음.
— EBRD의 참여는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
써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
○ EBRD의 산업지원 프로젝트가 체제전환에 미친 효과(‘transition
impact’)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다른 부문에 대한 지원
보다는 효과가 작았던 것으로 평가됨(EBRD, 2001).
— 산업지원 프로젝트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는 ‘전략적 투자
자’(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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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EBRD의 주요 체제전환국 산업 지원 프로젝트 사례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Sodi
소다회 생산기업 사유화
privatisation
크로아티아
Pliva
항생제 생산설비 증설

계약
연도

프로젝트 EBRD
총액
대출
(천 유로) (천 유로)

불가리아

1997 197,098
87,841

46,912

체크

1995 178,891

56,794

1994

93,569

62,093

2000 369,532

93,094

1998 186,921

69,903

2001 117,233

73,271

2002

73,271

30,774

2004 190,504

69,607

자동차 공장 부채 조정

2001

51,656

51,656

트럭공장 구조조정

1995 258,280

51,656

Sepap Steti 펄프 및 제지공장 설비투자
피아트의 폴란드 자동차업
폴란드
Fiat/FSM
체 FSM 인수
시멘트, 석회, 콘크리트 공
Lafarge
폴란드
장의 인수, 설비 현대화 및
multi-project
증설
Lafarge
시멘트, 건축자재 공장 인수
루마니아
multi-project 및 설비 현대화
루마니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슬로바크

Sidex

철강공장 사유화

Chelyabinsk
파이프 공장 설비 현대화
tube rolling
Kamaz
Kamaz
stabilisation
Kronospan
Russia
Togliatti
Azot
SlovalcoZSNP

1995

중밀도 섬유판(MDF) 공장
2003 185,500
신설
암모니아 생산기업 운영자
2004 117,233
본 대출
1994 341,091
알루미늄 제련공장 증설
2001 56,052

58,617

63,000
73,271
92,404
48,488

자료：EBRD(2004a).
주：1991～2004년 간의 산업(general industry)부문 프로젝트 중
EBRD 대출금액이 5천만 유로 이상인 프로젝트의 목록임.

44

으로 나타나며, 국내 투자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프로젝
트를 성공시키기가 훨씬 어려웠음.
— 또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체제개혁 진전 정도와 이에 따
른 비즈니스 환경의 안정성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한편, EU 및 유럽 선진국 정부들도 구소련, 동유럽 체제전
환국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수행하였음.
— EU는 폴란드와 헝가리 지원을 위한 ‘PHARE’(Poland and
Hungary Aid in Restructuring the Economy) 프로그램
(나중에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 지원 확대)과 구소련 지원
을 위한 ‘TACIS’(Technical Assistance for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으며, 여기서도 역시 국유기
업 사유화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
— EU는 특히 EU 가입 가능성이 높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
에 지원을 집중했으며, 구소련 출신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는 비교적 소극적이었음.
○ 미국정부도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유화 및 중소 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음.
— USAID는 하버드 대학의 국제개발연구소(HIID ;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러시아 사유화
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토록 했으며, HII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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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유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음.4)
— 또, 미국정부는 ‘미국 기업기금’(US Enterprise Funds)을
창설해 구소련과 동유럽 각국에서 대출, 주식투자, 무상지
원, 기술지원, 합작기업 설립 등 여러 방법으로 신규 중소
사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도 하였음.

4) 러시아의 사유화 프로그램은 나중에 러시아 국내외에서 심각한 정치
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또 하버드 대학의 슐라이퍼(Andrei Shleifer)
교수를 비롯해 몇몇 컨설턴트들이 러시아 증시에 대한 투자로 스캔
들을 일으켜, USAID가 HIID에 대한 위탁계약을 중지시키고 장기간
법정소송을 벌인 바 있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Wedel(200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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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광업부문 지원 사례

1. 광업부문 지원의 주요 내용5)
(1) 광업부문 지원경험과 지원정책 변화

○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광업부문에 대한 개발지원은 주로
광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금융이었음.
— 초기의 광업 지원 프로젝트는 사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얼마 후부터는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 일반화되었음.
—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통상적인 프로젝트 금융과 달리, 국제금융기구의 프로젝트
금융은 지원을 받는 나라의 국가채무로 간주되었음.
—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은 광업기업의 탐사 및 생산활동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었음.

5) 이 절의 내용은 대체로 Onorato and others(1998), World Bank and
IFC(2003), Liebenthal and others(2005), EBRD(2004b)에 근거한 것
임. 이 절에서 ‘광업부문’이라는 용어는 석유‧가스(oil and gas) 채굴
업과 그 밖의 일반 광업(mining)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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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이후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광업부문
지원정책은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혁 및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기술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960년대와 70년대에 지원을 받았던 개발도상국의 많은
국유 광업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정책
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게 되었음.
— 세계은행은 1980년대 이후 광업부문 정책 개혁과 국유 광
업기업의 상업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1990년대에는 역량강
화 및 사유부문의 발전을 강조하였음.
— 지원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제금융기구가 직접 대규모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었고, 전체 개발지원에
서 광업부문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하락하였음.
— 결국 투자자금의 제공은 주로 민간은행이 맡고, 국제금융
기구는 광업부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간접적 지
원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음.
— 또한, 1990년대 이후 광업부문 개발지원은 체제전환국 광
업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
처 등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게 되었음.
○ 세계은행과 EBRD는 1990년대 초 이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주요 체제전환국의 광업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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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수의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
— 체제전환국의 광업부문은 낮은 생산성과 과잉인력, 경제난
으로 인한 설비투자 부족, 계획경제 시대의 비효율적인 제
도, 심각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광업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환경적 악영향을
<표 Ⅲ-1> 세계은행의 광업 지원 주요 사례 : 석유 ‧ 가스 부문
프로젝트 세계은행
비용
대출
(백만달러) (백만달러)

프로젝트명

국명

승인 종료
연도 연도

Petroleum Distribution & Sector
Management

한국

1993 1999

653

112

Second Gas Transmission

태국

1995 1998

482

111

Oil Rehabilitation Project

러시아

1993 2000

1,035

414

Second Oil Rehabilitation Project

러시아

1994 2000

678

46

Third Structural Adjustment Loan

러시아

1999 2001

1,500

1,500

Gas Sector Development Project

브라질

1997 2001

1,594

130

Songo Songo Gas Development and
Power Generation Project

탄자니아

2001

-

313

183

GEF Sichuan Gas Development &
Conservation

중국

1994

-

945

265

카자흐스탄 1997

-

136

109

-

346

176

Uzen Oil Field Rehabilitation
Petroleum Sector Rehabilitation

루마니아

1994

자료：Lienethal and others(2005).
주：1993～2002년 세계은행 대출금액 1억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의
목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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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으며, 외
국인투자를 비롯해 신규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했음.
— 세계은행과 EBRD 등 국제금융기구는 사유화 및 사유부
문의 발전,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표 Ⅲ-2>

세계은행의 광업 지원 주요 사례 : 일반광업 부문
프로젝트 세계은행
비용
대출
(백만달러) (백만달러)

프로젝트명

국명

승인 종료
연도 연도

Econ. Recovery and Inc. Promotion
Credit

잠비아

1996 1998

140

140

Public Sector Reform and Export
Promotion Credit Project

잠비아

1999 2001

170

170

Hard Coal Sectoral Adjustment

폴란드

1999 2001

300

300

Hard Coal Sectoral Adjustment Ⅱ

폴란드

2002 2002

100

100

Coal Sectoral Adjustment

러시아

1996 1997

500

500

Coal Sectoral Adjustment Ⅱ

러시아

1998 2002

800

800

우크라이나 1996 2000

300

300

Coal Sectoral Adjustment
Privatization Adjustment Loan

페루

1993 1998

280

280

Coal Sector Rehab

인도

1998 2001

1,697

263

Privatization Social Support

터키

2001

355

250

-

자료：Lienethal and others(2005).
주：1993～200년 세계은행 대출금액 1억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의
목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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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광업부문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광업부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었음.
<표 Ⅲ-3>

EBRD의 체제전환국 광업 지원 주요 사례

프로젝트명

국명

계약
연도

Dragon Oil
투르크메니스탄 1999
Geoilbent
러시아
1996
KomiArctic Oil
러시아
1994
Kumtor
키르기즈스탄 1995
Lukoil medium term working
러시아
2000
capital facility
Lukoil-Perm
러시아
2003
Nations Azerbaijan
(ex Moncrief Azerbaijian Oil 아제르바이잔 2000
Company)
Permtex
러시아
1999
Polar Lights Company
러시아
1993
Rosneft/Sakhalinmorneftegas
러시아
2001
Sakhalin Ⅱ(Phase 1)
러시아
1998
Oil Project
SeverTEK
러시아
2002
SNP Petrom Pre-Privatisation
루마니아
2002
Western Siberia Oil & Gas
러시아
1993
Rehabilitation Project
Zarafshan-Newmont
우즈베키스탄 1993
Joint Venture

EBRD
대출
(백만 유로)
65
44
33
34

업종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일반광업

65

석유/가스

35

석유/가스

55

석유/가스

30
78
44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101

석유/가스

87
87

석유/가스
석유/가스

77

석유/가스

46

일반광업

자료：EBRD(2004b).
주：EBRD 대출 3천만 유로 이상인 프로젝트의 목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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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부문 지원의 주요 이슈

○ 최근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의 광업부문에 대한 국제금
융기구의 지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주요한 구
성내용으로 삼고 있음.
□ 정책 및 제도 개혁 (1)：정부 역할의 재정립

○ 과거에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의 광업부문은 국유기업의
지배, 가격통제, 진입장벽 등 각종 제도적 왜곡으로 인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따라서 주요 개발지원 프로젝트는 광업부문 전반의 정책
및 제도 개혁을 촉진해 제도적 왜곡을 제거하는 데 초점
을 맞추었음.
○ 광업부문의 주요한 개혁과제는 정부와 기업을 명확히 분리
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광업기업의 상업화, 사유화
를 추진하는 것임.
—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소유자, 투자자, 운영자에서 행정관
리 및 규제자로 재정립되어야 함.
— 주요 광업기업은 사유화하거나, 또는 국유기업으로 남더라
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함.
○ 또한, 각종 광산물에 대한 가격통제를 철폐하여 광업부문에
서 시장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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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많은 체제전환국과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석유, 석탄
등) 및 기타 광산물의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
었음.
— 이 같은 가격통제는 에너지 및 원자재 사용에서 심각한
낭비를 가져왔고, 광업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였음.
— 따라서 가격자유화를 통해 에너지 및 원자재 이용의 효율
성과 광업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신규투자가 활발
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함에 따라, 광업부문을 규제하는 법률,
규정 및 재정제도의 수립이 필요하게 됨.
— 광업기업을 전반적으로 상업화‧사유화하더라도 대부분의
천연자원이 기본적으로 국유자산이고 광업활동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반
드시 필요함.
— 따라서 새로 확립되는 시장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광업부문 관리 법규 및 제도를 제정해야 함.
—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의 경우 광업활동에서 나
오는 수입이 주요한 재정수입 원천이 되기 때문에, 광업부
문 개혁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의 확립도 필요함.
○ 광업부문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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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크
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함.
○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광업 지원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 같은 정책 및 제도개혁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구성요소
로 포함함.
— 정책 및 제도 개혁은 흔히 차관 공여에 따른 이행조건으
로 부과되며, 이와 함께 수혜국이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이 제공됨.
□ 정책 및 제도개혁 (2)：신규 투자 활성화

○ 광업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 및 제도
개혁이 필요함.
— 우선, 광업부문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신규 사기업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허용할 뿐 아니라, 나아가 적극 장
려해야 함.
○ 신규 사기업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천연자원
개발에 따르는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탐사, 개발에 대한 종전의 국가독점을 철폐하고, 모든 기
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탐사, 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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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
— 새로 진입한 사기업 및 외국기업이 상업적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권 및 개
발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
○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금융기구가 부분적으로
참여할 경우, 외국기업을 비롯한 신규 투자자의 참여를 활
성화할 수 있음.
— 잠재적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 과정의 혼란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공적 개발지원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상당수 나라들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생계형 광업에 대해서는 합법화‧공식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생계형 광업은 해당 지역 주민의 빈곤 문제를 해
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불법적‧비공식적인 경
우가 많아 생산성이 낮고 환경오염 등 상당한 문제를 야
기할 수도 있음.
— 소규모 광업을 적절히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갖춰 합법화‧
공식화하고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환
경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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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및 사회보호

○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의 많은 광산들이 자원고갈, 환경
오염, 채굴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
— 적자 광업기업에 대한 재정 보조금 지급 및 늘어나는 환경
오염의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
당수 광산의 폐쇄를 비롯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음.
—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업자 발생,
지역경제의 침체 등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
치도 함께 필요했음.
○ 광업부문 구조조정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함.
— 구조조정 대상 광산들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 및 관련 절
차의 확립
— 비경제적 광산의 폐쇄에 수반되는 물리적, 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 수익성 있는 광산의 설비 개보수를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 실업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재취업 지원
□ 환경 보호

○ 광업은 천연자원의 채굴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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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므로, 적절한 환경보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 많은 체제전환국, 개발도상국의 광업이 이러한 적절한 대
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해당 지역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였음.
○ 먼저 광업부문의 환경오염 문제를 적절히 규제‧관리하는 법
규와 제도를 확립해야 함.
— 그 일환으로서, 모든 광업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환경대책을 수립하는 것
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함.
—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기존 광산의 환경문제를 처리하
는 것과 신규 광산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두 가지
를 다 포함해야 함.
○ 환경대책은 오염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해당 지역사회
를 특별히 고려해야 함.
—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프라를 개보수하고, 필요할 경우 지
역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함.
□ 역량강화와 교육훈련

○ 광업부문 지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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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원임.
— 정책 및 제도개혁에 따라 조성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광업부문의 규제‧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
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정보전산 시스템을 비롯해 필수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도 포함할 수 있음.
— 광업부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
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립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함.
○ 앞에서 열거한 정책 및 제도개혁, 구조조정, 환경보호 등 각
종 이슈는 적절한 기술지원과 함께 결합되어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2. 주요 사례 분석
(1) 러시아 석탄부문 구조조정 프로젝트(World Bank, 2003a)

○ 1990년대 초 러시아 석탄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
었음.
— 석탄산업은 국유기업인 Rosugol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
으며, 낮은 통제가격, 가스 사용 증대로 인한 석탄 수요
감소, 과잉인력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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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정부는 석탄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
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일상적으로 나타
났으며 노동자들의 시위가 빈발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해 세계은
행에 지원을 요청했음.
— 세계은행은 1993년에 러시아 석탄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에 착수해 1994년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러시아 정부기관
과의 협의‧검토를 거쳐 1995년에 ‘합의문서’(consensus document)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기초해 대규모 지원 프로젝
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러시아 석탄부문 구조조정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이 체제전환
국에서 수행한 광업부문 지원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중 하나였음.
— 총 대출규모는 1차(1996～1997) 5억 달러, 2차(1997～2001)
8억 달러, 그리고 기술지원(1996～2003)을 위해 추가된 2,500
만 달러를 합해 총 13억 2,500만 달러에 달했음.
— 세계은행의 지원과 함께 러시아 정부는 석탄부문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혁에 착수하였음.
○ 석탄부문 구조조정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 기존 광산의 영업손실 보전과 투자자금을 위한 보조금 지
급을 중단하고, 그 대신 구조조정 및 이와 관련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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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배분
및 모니터링을 위한 투명한 제도적 절차를 확립함.
— 적자 광산을 폐쇄하고 비핵심 사업부문을 정리하며 석탄
부문 고용인력을 대폭 감축함.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을 위해 재취업 알선 및 지
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 석탄산업의 국가독점을 철폐하고 사유화를 추진하여 독립
적이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기업을 창설함.
○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러시아 석탄산업의 생산
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음(<표 Ⅲ-4>, <표 Ⅲ-5> 참조).
— 1994년 현재 267개의 석탄광산이 존재했으나, 2001년까지
총 183개의 광산에서 생산이 중지되었고, 그 중 158개는
최종적으로 폐쇄가 완료되었으며, 석탄산업 고용인력은 1/2
이하로 줄어들었음.
— 종전에 만성적인 임금 체불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도 오히
려 실업수당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처지가
개선되었으며, 석탄산업 노동자들의 시위도 사라졌음.
— 석탄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의 당초 목표는 석
탄기업의 주식회사화에 국한되었고 사유화에 대해서는 비
관적 전망이 우세했으나, 실제로는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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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러시아 석탄산업의 인력, 생산량, 생산성 추이

석탄산업 노동 그 중 생산직
인력 (천명) 노동자 (천명)

석탄 생산량
(백만톤)

생산성
(연간 생산직
노동자 1인당
생산량)

1993

878

373

294

789

1995

731

308

250

813

1997

520

230

244

1,064

1999

364

190

249

1,312

2001

328

178

269

1,517

자료：World Bank(2003a).

<표 Ⅲ-5>

러시아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사유화의 결과

석탄부문 보조금
(% of GDP)

생산중지
광산 수

폐쇄 완료된 사기업 생산량
광산 수
비율 (%)

1993

1.05

0

0

10 이하

1995

0.72

50

0

10 이하

1997

0.25

101

42

10 이하

1999

0.22

153

140

28

2001

0.07

183

158

77

자료：World Bank(2003a).

의지와 구조조정 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라 1990년대 말에
급속한 사유화가 진행되었음.
○ 한편, 구조조정의 전반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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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영향을 경시하여 환경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
적 실행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특히 구조조정 이후 토
지 재생, 사회적 인프라의 개보수, 폐쇄 광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등이 부족했음.
— 또한, 채무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 프로그램이 결여
되어 있어서, 구조조정 이후에도 여러 석탄기업이(체납 세
금을 비롯해) 그 동안 누적된 각종 채무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었으며, 이것이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였음.
(2) 카자흐스탄 석유부문 기술지원 프로젝트(World Bank, 2003b)

○ 카자흐스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석유부문은 1990년대 초
중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음.
— 낮은 석유가격, 수송부문의 제약, 상업적 인센티브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유 석유기업의 재무상황이 매우 나빴기 때
문에, 채굴시설의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유
생산이 크게 감소했음.
—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의 부재로, 원유
와 가스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했고 에너지 사용
에서 낭비가 심했음.
○ 세계은행은 석유부문의 생산 효율화와 환경영향 개선을 위
한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개시했음.

62

— 카자흐스탄 석유부문에 대한 기술지원은 1991～92년부터
구조조정 차관의 일부로서 개시되었으며, 1993년에 별도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석유부문 기술지원 프로젝트’(Loan
3642)로 확대되었음.
— ‘석유부문 기술지원 프로젝트’는 1993년에 승인되고 1995
년에 개시, 2000년에 종료되었음.
— 총 대출금액은 1,570만 달러를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1,334
만 달러만 집행되었으며, 236만 달러는 취소되었음.
○ 석유부문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았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비롯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석유
탐사 및 생산 관련 법규의 정비
— 석유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업개혁 및 투
자‧경영전략 수립
○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 석유 관련 입법, 석유 관련 조세제도 개혁, 외국인 투자자
의 투자제안 검토 및 협상,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평가,
석유기업의 상업화‧사유화 프로그램 수립, 관련 정부기관
의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
— 석유부문의 전문 기술‧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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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설립
○ 동 프로젝트는 대체로 목표를 달성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기
록한 것으로 평가됨.
— 석유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석유‧
가스 채굴산업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관련 제도
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졌음.
—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카자흐
스탄 정부는 석유기업의 사유화 계획을 취소했고 16개 회
사로 분리했던 석유‧가스기업들도 2002년에 다시 하나로
통합해, 세계은행이 당초 의도했던 석유산업의 상업화‧사
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우크라이나 석탄부문 구조조정 프로젝트(World Bank, 2002c)

○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석탄광업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음.
— 1990년 당시 276개 광산이 운영 중이었는데, 많은 광산들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였고, 매장량이 고갈된 곳도 많았음.
— 1990～95년 사이에 석탄 생산은 50% 감소했고, 수출은 90%
감소했으나, 폐광된 곳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광부 1인당
생산성이 크게 하락했음.
— 정부는 생산성 문제를 무시하고 석탄생산을 늘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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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그 결과 석탄부문에 막대한 보
조금(1993년에 정부 예산의 8.3%)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
었음.
—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석
탄부문의 구조조정 방침을 결정했고 세계은행에 지원을
요청했음.
○ 세계은행은 다음 두 프로젝트(총 대출금액은 3억 1,270만
달러)를 통해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했음.
— 석탄 시범 프로젝트：3개 탄광을 시범적으로 폐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 석탄부문 구조조정 차관：40개의 탄광 폐쇄를 포함한, 보
다 광범위한 구조조정 및 개혁 프로그램 지원
○ 석탄부문 구조조정 차관을 지급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정
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였음.
— 유지 불가능한 광산의 생산 중단 및 폐쇄와 일자리를 잃
<표 Ⅲ-6>

우크라이나 석탄부문 구조조정 프로젝트

수행기간

대출금액 파견 스태프
성과등급
(백만 달러)
수

석탄 시범 프로젝트 1996～2000

12.7

2～6명

만족

석탄부문 구조조정

300.0

2～6명

만족

1996～2000

자료：World Bank(20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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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광부들에 대한 사회보장
— 폐쇄되는 광산의 사회적 자산을 지방정부 소유로 이전할 것
— 신규투자는 수익성 있는 광산에만 실시하고, 보조금은 잠
재적으로 유지가능한 광산에만 지급할 것
— 가격통제의 철폐 및 모든 주식회사화된 광산에 대한 수출
권한의 부여 등을 포함한 석탄시장 자유화 프로그램의 이
행
○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당초에 세운 목표는 대체로 달성되
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행조건(conditionalities)을 제때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음.
— 애초에 44개 광산의 폐쇄를 예상했으나 결국 70개의 광산
이 폐쇄되었고, 비핵심 분야의 광산들은 사유화되었으며,
그 결과 석탄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현저히
줄어들었음.
— 해고된 광부들에게는 퇴직금과 2년간의 실업보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재취업 지원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및 공공
근로사업도 시행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
게 발생하기도 하였음.
— 또 폐쇄된 광산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의 재건 및 지방정부
로의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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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부문 구조조정 차관은 당초 신속한 자금지원에 지나치
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개혁을 촉진하
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우크라이나 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이행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조조정 차관은 프로그램 재편성 과
정을 거쳐 자금지급 및 이행조건이 중간에 변경되기도 하
였음.
— 광산 폐쇄 절차에 관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비효
율적 광산을 결정하는 절차는 제도화되지 못했고, 광산 폐
쇄 프로그램의 기술적‧환경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
음.
— 또한, 보다 효과적인 기술도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
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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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조업 부문 지원 사례(1)：기업 지원
프로젝트

○ 제조업 부문 지원 프로젝트는 다음 두 유형으로 나누어 소
개함.
— 먼저 Ⅳ장에서는 기존 국유기업의 개혁이나 (신규) 중소기업
의 창설‧운영을 돕기 위한 ‘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검토함.
— 이어서 Ⅴ장에서는 수출산업 진흥, 외자기업 유치 및 산업
기술 개발 등 제조업 부문의 육성을 위한 ‘무역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검토함.

1. 기업 지원 프로젝트의 유형과 내용
○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전환국의 기업에 대한 지
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① 사유화 및 사유화 이후의 사기업에 대한 지원, ② 기존
국유기업의 개혁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③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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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설‧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
○ 본 장에서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고 생각되는 ①은 제외하고, 주로 ②와 ③에 대해 검토함.6)
(1) 국유기업 구조조정 지원

○ 체제전환국 중 국유기업의 개혁 또는 구조조정이 산업부문
개혁의 중심이 된 대표적 사례는 중국임.
— 구소련, 동유럽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유기
업을 사유화한 데 비해, 중국은 공산당 통치체제 및 사회
주의 이념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존 국유기업을 사유화하지 않고 개혁 및 구조조
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검토함.
○ 개혁‧개방 개시 당시 중국의 제조업체 대부분은 국유기업이
었음.
— 정부 행정조직과 국유기업의 관리조직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국유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산하 산업관리
국의 하부 단위로 기능하고 있었음.
6) 다만, 구소련 및 동유럽 지역의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사례 중 하나
로서, 루마니아 산업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의 지원 프로젝트를 2절 3
항에서 소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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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기업은 주식회사 또는 법인기업의 형태를 취하지 않
고 있었고, 그 실질적 소유권과 통제권은 정부나 당의 여
러 부문에 분산되어 있었음.
○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유기업들
도 매우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음.
— 지역별 자력갱생 체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소규모
의 비효율적인 국유기업들이 난립해 있었고, 전국적인 차
원에서 효율적인 분업체계가 조직되지 않았음.
— 국유기업들은 과잉인력 고용과 사회보장 부담을 지고 있
었고, 기술적으로 매우 낙후된 설비로 시장수요에 부응하
지 못하는 저급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음.
— 계획경제 시스템에서는 판매 개념이 없고 독립적인 재무
회계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적 시장경제
기업이 보유해야 할 마케팅, 재무관리 및 다른 사업관리
능력 등 기초적인 경영능력도 없었음.
○ 이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개혁‧개방 개시 당시부터 중국정
부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였음.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국제적 지원은 주로 세계은행
이 담당하였음(Mai, 2005 ; Nolan, 2005 ; Bottelier, 2006).
— 세계은행의 국유기업 개혁 지원은 ① 국유기업 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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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자문 활동과 ② 기존 국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으로 구성되었
음.
○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세계은행의 정책자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를 제안한 것임(Mai,
2005).
— 중국정부는 1980년대에 ‘방권양리’(放權讓利), 즉 기업의
자율권을 제고하고 이익의 내부유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기본적으
로는 정부 관련 부문에 의한 국유기업 지배와 부실 국유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연성예산제
약’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음.
— 세계은행과 일부 중국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유기업을 관련 정부 부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 후
현대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로 개편할 것을 중국정부에
제안하였음.
— 중국정부는 1993년에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개편하는 실
험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고, 상당수 국유기업을 증시에
상장시켜 일정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였음.
— 주식회사로의 개편과 함께 현대적 회계제도 및 기업지배

Ⅳ. 제조업 부문 지원 사례(1)：기업 지원 프로젝트 71

구조(이사회 제도 등)도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
국의 많은 국유기업이 종전의 사회주의적 기업의 틀을 벗
어나 보다 시장경제 원리에 가까운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음.
○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정책자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제안으
로는 파산법의 개정을 들 수 있음.
—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과 유사하게, 중국정
부도 부실 국유기업을 도산시킬 경우 발생할 실업 등 정
치적 문제를 우려하여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계속하였음.
— 이런 부실기업 구제금융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금융
시스템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심
각한 경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음.
— 따라서 세계은행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원리에 입
각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파산법을 개정할 필요
성을 제기하였음.
— 중국의 파산법 개정은 계속 지연되다가 2006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부실 국유기업을 종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
○ 세 번째로 세계은행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자문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는데, 이것 또한 국유기업의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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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음.
— 과거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 사회보장(주택공급, 의료보험,
연금 등)은 정부가 아니라 국유기업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유기업을 현대적 기업으로 변모시킴과 동시에
사경제 부문을 활성화하려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반드
시 필요했음.
— 세계은행은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인 양로연금
에 관해 1994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하
고 “3층 시스템”(부과식 기초연금+적립식 기업‧개인연금 +
적립식 개인연금) 방식의 제도개혁을 권고하였음.7)
— 중국정부는 1997년에 세계은행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채택
하였으며, 각 지방별로 3층 시스템에 근거한 양로연금제도
를 도입하였음.
○ 세계은행은 정책자문 활동 외에도, 개별 기업 또는 특정 지
역 기업군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수
행하였음(<표 Ⅳ-1> 참조).
— 1982년에서 2002년 사이에 모두 20개 프로젝트에 총 28억
달러가 지원되었음.

7) 연금에서 ‘부과식’이란 기성세대가 낸 세금(또는 보험료)으로 노후세
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적립식’이란 기성세대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여 나중에 은퇴한 후 적립된 기금으로부터 연금
을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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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세계은행의 중국 산업부문 지원 프로젝트 목록(1982～2002)
순번

프로젝트명

대출금액 승인 개시 종료
(백만 달러) 연도 연도 연도

1

Industrial CreditⅠ

72

1982 1983 1988

2

Industrial Credit Ⅱ

175

1984 1984 1990

3

Fertilizer Rationalization I

96

1985 1985 1990

4

Industrial Credit Ⅲ

104

1986 1986 1991

5

Industrial Credit Ⅳ

304

1987 1987 1993

6

Shanghai Machine Tool

96

1987 1987 1993

7

Fertilizer Rationalization II

97

1987 1988 1994

8

Pharmaceuticals

127

1988 1989 1994

9

Phosphate Development

58

1988 1989 1995

10

Tianjin Light Industry

153

1989 1989 1995

11

Hubei Phosphate

137

1989 1990 1996

12

Industrial Credit Ⅴ

300

1989 1989 1994

13

Rural Industrial Technology

114

1990 1991 1996

14

Shanghai Industrial Development

1

1991 1991 1996

15

Regional Cement Industry

83

1992 1993 1996

16

Tianjin Industry Ⅱ

134

1993 1994 2000

17

Telecommunications

250

1993 1994 1999

18

Shenyang Industrial Reform

175

1994 1995 2001

19

Technology Development

200

1995 1996 2001

20

Chongqing Industrial Pollution Control

170

1996 1997 2002

총

계

2,845

자료：World Bank Beijing Office(2002).

— 기업 지원의 주요 내용은 관련 정부 관료 대상 교육, 국유
기업 경영진 대상 컨설팅, 생산설비 현대화, 기술이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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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호 설비 도입 등으로 구성되었음.
— 지원 프로젝트에서 자금조달 비중은 평균적으로 중국 자
체 자금 60%, 세계은행 대출 40%로 구성되어, 외부의 일
방적 지원이 아니라 중국 자신의 주도성을 전제한 상황에
서 이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 초기에는 농업 부문 지원과 관련하여 비료 공장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나중에는 기계, 의약, 시멘트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음.
○ 세계은행의 개별 기업 지원 프로젝트는 정책자문 활동에 비
해 영향력이 훨씬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Nolan, 2005).
— 개별 기업 지원 프로젝트의 초점은 기술이전과 경영진 교
육에 있었으며, 기술이전 부분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
으로 평가되나, 그 밖의 점에서는 기업 개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당초 세계은행은 지원 대상 기업의 개혁 사례가 모델이
되어 다른 많은 국유기업들로 전파되기를 의도했으나, 실
제로는 그러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의 자체 평가에서 개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 프로젝트 수행 후 성과 평가등급이 ‘불만족’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제도발전 효과 역시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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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세계은행의 주요 중국 산업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성과 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발전
효과 평가

Fertilizer Rationalization Ⅰ

만족

가능

거의 없음

Fertilizer Rationalization Ⅱ

약간 만족

가능

작음

만족

가능

큼

불만족

불가능

작음

프로젝트명

Shanghai Machine Tool
Pharmaceuticals
Phosphate Development

약간 만족

불확실

작음

Hubei Phosphate

불만족

불확실

작음

Tianjin Light Industry

불만족

불확실

큼

Rural Industrial Technology

불만족

불확실

작음

Regional Cement Industry

불만족

불확실

작음

자료：Nolan(2005).

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가 많았음.
— 산업 지원 프로젝트의 저조한 성과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서 공기업 구조조정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던 것
과 유사한 현상으로서, 소유제도 개혁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확
인시켜 주고 있음.
(2) 중소기업 지원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민간투자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효
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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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지역시장에 최종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대
기업이 사용하는 중간재를 생산‧공급하며, 고용과 소득 창
출의 기회를 제공함.
— 또한 중소기업은 학습과정을 통해 숙련 노동력 및 기업가
계층을 육성하는 데 기여함.
— 중소기업의 광범위한 존재는 경쟁 친화적이며 혁신 촉진
적인 경제환경을 강화함.
○ 최근 들어 두 가지 중요한 변화로 인해 선진국 경제만이 아
니라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제발전에서 중소기업의 중
요성이 널리 인정받게 되었음.
— 첫째, 차별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소량 유연생산으로
생산시스템이 점차 전환됨에 따라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
와 중소기업의 ‘전문화의 경제’를 결합할 필요성이 커짐.
— 둘째,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서 시장지향적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고용 창출, 중산층 창출, 경쟁적 산업구조
의 확립, 기술이전, 기업가 정신의 확산 등과 관련해 중소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국제금융기구나 선진국 정부의 개도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은 중소기업 대상 금융의 강화, 노동력의 교육‧훈련, 민간
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등과 같은 민간투자
진흥에 초점을 맞춰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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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990년대 이후 구소련,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해서
는 중소기업 육성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음.
○ 체제전환국에서 중소기업 발전의 장애는 기업 내부활동과
관련된 내적 장애와 외부 사업환경과 관련된 외적 장애의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뉨.
— 내적 장애는 기업가 계층의 부재, 사업기회의 제한, 시장경
험의 부족, 현대적 기업운영 경험 미숙, 위험과 불확실성이
큰 시장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외적 장애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조세제도 미비, 자금조
달의 어려움, 특히 고금리를 비롯한 까다로운 신용 이용
조건을 들 수 있음.
— 또한, 사업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허가 절차의 복잡성, 각
종 정부기구의 간섭 및 담당 관료들의 부패도 매우 중요
한 장애요인임.
○ 중소기업 부문은 일반적 불확실성 외에, 체제전환 경제의
제도적 불확실성에 의해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신
흥 기업가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경험이
부족함.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축소하
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개별적 장애요인의 해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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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총체적 사업환경을 개선
해야 함.
○ 중소기업 부문의 복잡성과 이질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관련 지원의 일반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불필요한 중복 및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피하기 위해
공통의 장기 지원전략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조율할 필
요가 있음.
— 체제전환 경제에 특수한 문화적 차원 및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부문의 발전을 지역경제의 통합이라는 장기적‧
포괄적 전망 속에서 사고하여, 양자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전통적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발도상국 중소
기업 지원 프로젝트는 크게 나누어 두 부분으로 구성됨
(Webster, 1991).
—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개발도상국의 취약한 금융 시스
템으로 인해 투자‧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개도국의 국유 또는 민간 상업은행에 중소기
업 전용 신용 라인을 개설‧운영함.
— 기술적 지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마케팅
및 경영기법 전수 등을 담당하는 공공 지원기관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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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함.
○ 1990년대 초 이후 세계은행의 체제전환국 중소기업 지원 프
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됨(Desai, 2004).
— 주로 경매방식에 의한 소규모 국유기업(주로 상업, 서비스
업 부문) 사유화를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의 신규 창설(그 중 일부는 기존 국유기업으로부
터의 분사, 또는 청산된 국유기업의 일부 자산 매각)을 돕
기 위한 지원, 즉 컨설팅, 교육 및 IT 관련 서비스 등
—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대상 신용 프로그램의
운영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세계은행 산하
의 ‘국제금융회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과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도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음.
— 특히, IFC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을 공급할 때 지분참여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중남미에서는 미주
개발은행 산하의 미주투자회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음.
— 한편, 구소련 및 동유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EBRD
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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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 선진국 정부의 원조기관(미국의 USAID와 영국의
DFID, 유럽연합 등)과 UN 기구인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등도 개도국 및 체제
전환국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함.
— 특히, 미국 정부는 체제전환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
펀드(enterprise funds)를 창설‧운영하였음.
—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신용,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직업훈련 및 정책 자문을 결합하
는 형태를 취했으며, 지원의 통로로 상대국 정부조직, 미
국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비정부기구(NGO)를 이용함.

2. 주요 사례 분석
(1) 중국 심양 산업개혁 프로젝트(World Bank, 2004)

○ ‘심양 산업개혁 프로젝트’는 중국 심양(沈陽)시 산업부문의
개혁을 위한 종합적 지원 프로젝트로서, 1994년에 승인되고
1995년에 시작하여 2003년에 종료되었음.
— 지원 대상은 심양 시정부, 심양공작기계(沈陽機床, Shenyang
Machine Tools Company), 2개 국유은행(공상은행과 교통
은행)의 심양지점 등이었음.
— 주요 지원대상이 된 심양공작기계는 중국의 대표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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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기계 제조업체임.
○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심양 지역의 산업, 특히 기계산업
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현대적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부문을 창출하고 경쟁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배
분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제로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이었음.
— 이를 위해 ① 생산활동을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주
식회사로 조직함으로써 새로운 조직 모델을 창출하고, ②
민간부문의 확장을 지원하며, ③ 환경악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환경기준의 강화를 지원하고자 했음.
— 동시에 특정 기업, 즉 심양공작기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으로써 다른 기업에 구조조정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목적
도 동시에 추구함.
— 심양 산업개혁 프로젝트는 종전 세계은행의 중국 기업 지
원 프로젝트가 주로 생산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광범위한 기업 ‘개혁’의 요소를 포함시켰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
○ 심양 산업개혁 프로젝트는 개혁 프로그램 지원, 신용 제공,
심양공작기계 지원, 환경보호 관련 지원의 네 부분으로 구
성됨.
—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당초 1억 7,500만 달러를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1억 3,900만 달러가 집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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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심양 산업개혁 프로젝트의 비용 내역
단위：백만 달러
최초
승인금액

수정 금액

실제
지출금액

성과평가
등급

4.0

3.6

2.4

만족

40.0

60.0

44.9

불만족

121.0

101.0

81.6

불만족

10.0

10.4

10.2

만족

175.0

175.0

139.2

개혁 프로그램
신용 제공
심양공작기계 지원
환경보호
합

계

자료：World Bank(2004).

○ 첫째, 개혁 프로그램 지원은 다음 여섯 가지 분야에서 심양
시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음.
— ① 심양 시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및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교육, ② 심양시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③ 산업안전 검사관을 위한 교육, ④
재산권 거래 관련 행정절차 개선, 마케팅 역량 강화, 직원
교육 및 중국의 다른 도시 재산권 거래센터와의 연계, ⑤
심양시 국유자산관리국에 대한 지원, ⑥ 심양재정경제대학
에 대한 지원
○ 둘째, 신용 제공은 심양공작기계를 제외한, 심양시 내 여타
기업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를 위해 중국공상은행과 중국교통은행의 심양지점을 담
당은행으로 지정하고,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용의 3/4
은 국유기업에, 1/4은 사기업에 대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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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받기 위한 부대조건은 ① 주식회사로의 조직 개편,
②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사업전망이 밝을 것, ③ 대출을
받는 기업이 프로젝트의 최소 20% 이상의 자금을 충당할
것, ④ 환경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이었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는 4백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었음.
○ 셋째, 심양공작기계에 대한 지원은 설비 현대화, 기술이전,
경영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었음.
— 심양공작기계는 1993년에 심양지역의 3개 공작기계회사를
합병하여 탄생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낡은
3개 생산라인을 단일한 현대적 생산라인으로 교체했음.
— 또한 독일,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기획,
마케팅, 회계, 재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경영 컨설팅을
받았음.
— 이와 함께, 비핵심자산(주택, 학교, 병원 등)을 분리매각하
고, 종업원수를 2만 3,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감축했음.
○ 넷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심양시 ‘중앙오수처리설비’를 설
치하고, ‘오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또, 심양시 환경보호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훈련
센터를 설치하고 심양시 환경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
음.
○ 프로젝트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 수익률, 제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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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프로젝트 비용이 적었던 개혁 프로그램 및 환경보호 지원
의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대부분의 금
액이 지원된 신용 제공 및 심양공작기계 지원은 만족스럽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심양공작기계를 비롯한 지원 대상 기업에서 신생산기술의
사용, 생산의 재조직, 인적자원 관리의 개선 등에서는 얼
마간 진전이 있었으나, 전략기획, 마케팅 관리, 재무관리
분야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음.
— 프로젝트 구성요소별 성과의 차이를 볼 때, 하드웨어에 대
한 과도한 강조,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소투자(재무분석 및
관리, 마케팅 기술, 전략기획)가 개혁성과를 높이는 데 장
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는 프로젝트 실행기관의 통제를 벗
어나는 다음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명됨.
—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시장상황의 예측이 어려웠
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유망 제조업체를 선별하
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가 연해지역에 집중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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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심양이 위치한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
다는 사실도 프로젝트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이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
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유기업의 관리나 개혁
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술 수준 향상 및 자본
투자는 새로운 민간 소유자에게 맡겨져야 할 것임.
— 국유기업 개혁은 ‘위로부터의’(top-down) 방식으로 접근해
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 이슈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립하
는 일이며, 동시에 사유화 과정의 투명성, 사회안전망의
확충, 기업 예산제약의 강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는 것임.
—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신용제공은 민간부문 발전에 효과적
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계은행 등의 지원은 그보다는
일반적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하드웨어에만 집중된 투자는 효과를 보기 힘들며, 소프트
웨어를 위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함.
(2) 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UNIDO, 2000)

○ 개발도상국의 산업육성을 돕기 위한 UN기구인 UNIDO는
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1994년에 기획하고, 1996～
2000년 사이에 실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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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 관리,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 그리고 각 지
방의 대표적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기획 과정에
참여하였음.
○ 베트남 정부는 1986년에 혁신(Doi Moi) 정책을 채택하면서
개혁‧개방을 시작했으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환경에는 미
비한 점이 많았음.
— 법적‧행정적 환경의 미비, 자금조달의 어려움, 경쟁 격화
와 같은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된 내적
제약 등 중소기업 발전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했음.
—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
소기업 및 민간부문의 진흥을 위한 분명한 전략이 부재했으
며, 또한 효과적인 지원 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
○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UNIDO는 미비된 법 및 규제제도,
낙후된 기술수준, 중소기업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직업
훈련 시스템, 기업간 연계, 특히 하청제도의 미발달, 사업기
획 역량의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중소기업 지
원 프로젝트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210만 달러였으며, 수행기간은 1996～
2000년의 4년간이었음.
○ UNIDO의 지원활동은 크게 직접적 지원, 정책역량 구축, 사
업 서비스역량 구축의 세 분야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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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 지원：정부를 상대로 정책 및 규제제도(등록절차,
수출입 절차,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 또는 규
제 장벽들)의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음.
— 정책역량 구축：중소기업 관련 정책 부서의 기획, 감독,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
— 사업 서비스 역량 구축：기술정보, 경영상담, 기술훈련, 하
청, 사업기획 등의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사업개발
서비스(business development services)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
○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하노이 및 호치민시의 다양한 사업개
발 서비스(BDS) 관련 기관이 UNIDO의 파트너가 되어 프
로젝트를 수행하였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의 산업국이 중소기업 정책 담당 기관으로서 프로젝트의
전반적 관리와 조정을 맡았음.
— 사업개발 서비스의 경우, 하노이와 호치민의 사업자단체
(호치민상공연합회, 베트남상공회의소), 지방정부 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센터, 하노이조합연합), 대학(하노이기술대
학, 호치민기술대학)이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정책 개발 분야에서 프로젝트의 성과는 직접지원 분야와 정
책역량 구축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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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지원의 영역에서, UNIDO는 1997년 CIEM(Central
Institute of Economic Management)에 의뢰해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법적‧행정적 환경을 조사하여 중소기업 설립
및 발전의 장애를 밝혀내고,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정책 역량 구축 면에서는 프로젝트 팀의 제안에 따라 기
획투자부 산하에 중소기업진흥원(SME Promotion Agency)
이 설립되었으며, 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 관계자들을 위
한 교육 및 해외연수가 진행되었음.
○ 한편,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개발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증
대되었음(<표 Ⅳ-4>, <표 Ⅳ-5> 참조).
— 1990년대 중후반 하노이와 호치민의 등록기업 중 90%가
<표 Ⅳ-4>

하노이와 호치민의 등록기업수 추이

1996 이전

1996

1997

1998

1999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하노이

호치민

2,058

845

2,615

2,903
6,283

855

994

3,613
7,760

7,135

자료：UNIDO(2000).

909

8,669

3,026 1,036 3,517 1,068 4,080 1,076
4,062
8,107

931

9,038

4,585
8,368

933

9,301

5,156
8,761

942

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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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었고, 비공식부문 사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
개방의 진전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개발 서비스의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사업개발 서비스와 관련하여 프로젝트는 파트너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실시함.
— 정보 서비스：상품 표준, 부품 및 설비 공급업체, 바이어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DB 및
고객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기획 작성 요람 편찬, 금융예
측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SMELINK라는 BDS 웹을 만들어, 정보 원천과 프로젝트
파트너 기관의 전문가를 연결시켜, 중소기업이 저렴한 가
격으로 쉽게 정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술훈련：생산관리, 원가관리 등 중소기업인 대상 교육,
<표 Ⅳ-5>

하노이와 호치민의 등록 중소기업수 추이

1996 이전

1996

1997

1998

1999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하노이

호치민

2,027

425

2,580

2,452
6,208

400

500

3,080
7,668

6,608

자료：UNIDO(2000).

425

8,093

2,982

520

3,502
8,011

436

8,447

3,466

533

3,999
8,268

438

8,706

4,013

535

4,548
8,656

443

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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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교사들을 위한 교육, 직업학교 학생 대상 훈련,
중소기업 기능공 대상 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 코스를 운
영함.
— 사업기획：사업기획의 필요성과 이득을 업계에 홍보하고,
상품 개발, 사업기획서 작성 실습, 사업기획 관련 전문 컨
설팅 인력 양성 등을 실시함.
— 기술컨설팅：다른 서비스의 제공 후 발생한 기술컨설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을 전문가들에게
연계시켜 주고, 전문적인 기술 컨설팅 인력을 양성함.
— 하청 장려：중소기업간 협력과 거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청관계 형성 등을 위해 박람회, ‘사업협력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함.
○ UNIDO의 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는 비교적 성공적
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의 주요 산업지구인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여러 정
부 및 민간기관을 참여시켰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정
책을 변화시켰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도 확보하
였음.
(3) 루마니아 산업개발 프로젝트(World Bank, 2003c)

○ 세계은행은 1994년에서 2001년에 걸쳐 루마니아의 산업개발
과 민간기업(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억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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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 규모의 2개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음.
—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루마니아 산업개발 프로젝트(industrial
development project, IDP)는 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민간부문 발전, 신용시장의 전환 촉진 및 안정적인
은행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3억 달러 규모의 민간부문 구조조정 차관(private sector
adjustment loan PSAL)은 기업, 금융, 사회 부문의 개혁
지원, 민간기업의 영업환경 개선, 사유화의 가속화, 국유기
업의 구조조정 및 이를 통한 사유화 혹은 청산의 촉진, 사
유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완화를 목적으로 추
진됨.
○ 프로젝트를 추진할 당시 루마니아는 다른 동유럽 경제에 비
해 체제전환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었음.
— 정치적으로 1989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 후, 정부는 구조
개혁에 신중한 접근을 택해, 1999년까지 중앙계획경제의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었음.
— 많은 부실기업(기업 및 금융기관)이 국유로 남아 있었고,
따라서 재정적 혹은 준재정적 부담이 컸음.
— 세계은행은 1995～98년에 루마니아의 구조개혁을 돕기 위
해 ‘금융 및 기업부문 조정 차관’(FESAL)을 실시한 바 있
었는데, 외환, 가격 및 무역의 규제 완화에는 일정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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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두었으나 은행 및 산업기업의 사유화에서는 성과가
크지 않았음.
— 법치의 미확립, 노동법의 경직성, 국가 보증 대부의 혜택
을 받는 기업과의 경쟁 등 불리한 요인의 누적으로 전반
적인 사업환경은 민간기업에게 양호하지 못한 상태였음.
○ 산업개발 프로젝트의 목적은 ① 민간 산업기업의 효과적인
생산능력 창출 조건을 조성하고, ②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특히 사유화)을 지원하며, ③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제도와
관행을 도입하는 데 있었음.
—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민간 기업의 투자나 수출
금융을 위한 외환신용 접근 지원, ②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강화, ③ 금융기관들의 역량 강화
를 통한 기업금융 서비스 개선을 추구함.
— 산업개발 프로젝트는 금융지원(1억 7,200만 달러)과 기술
지원(300만 달러, 나중에 700만 달러로 증액)으로 구성되
었고, 금융지원은 다시 투자금융(1억 200만 달러)과 수출
금융(7천만 달러)으로 구성되었음.
○ 민간부문 구조조정 차관(PSAL)의 목적은 민간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금융, 사회 부문의 개혁을 지원
하는 것이었음.
— 기업부문과 관련해서는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가속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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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국유기업의 예산제약을 강화하며, 특정 대규모
부실기업(특히 주요 석탄 광산)의 폐쇄를 추진함.
— 금융부문에서는 은행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유화 혹은 청산
절차의 준비 단계로 국유은행을 구조조정하며, 은행 규제
제도 개선, 정부채권 시장의 발달을 도모함.
— 사회부문에서는 사유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사회적 부조
프로그램, 직업 정보제공을 실시함.
— 사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법적 환경의 강화, 회계기준 개
선, 민간부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함.
○ 민간부문 구조조정 차관에서 핵심적 사안은 대규모 부실기
업의 사유화 또는 청산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음.
— 또한, 국가재정을 축내며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국유은행의 사유화 또는 청산도 염두에 두었음.
○ 민간부문 구조조정 차관은 루마니아 경제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거시적 성과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금융부문에서는 국유은행의 사유화가 추진되어, Bank Agricola
가 민영화 또는 청산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은행 감독 및
규제 기능, 회계 및 감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정부채권

94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 인프라가 정비되었음.
— 기업부문에서는 국유기업의 금융규율을 강화하고 생존가
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청산했으며, 나머지 국유기업을
사유화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손실 및 보조금 지급을 22%
줄임.
— 1999년 이후 재정적자 감축은 본 프로젝트가 거시경제 안
정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줌.
○ 이 두 프로젝트의 추진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
음과 같음.
— 첫째, 산업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금융부문 개혁은 양
호한 거시경제 환경 하에서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임.
— 둘째,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가장 적절한 정책도구는 채무 구조조정임(거시적 불
안정이 이러한 채무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기술
지원 대부가 이용될 수 있을 것임).
— 셋째, 금융부문 개혁조치는 이 부문의 역량에 대한 현실적
평가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 구조조정 차관과 관련한 교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젝트의 타이밍과 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개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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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임.8)
— 둘째, 기술적 지원(특히, 기업 구조조정, 사유화, 청산 분
야의 전문인력 확보)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핵심 관
건으로 작용하였음.

8) 루마니아의 거시적‧금융적 위기가 정부의 위기의식을 강화한 점,
EU 가입 전망이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한 점이 중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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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조업 부문 지원 사례(2)：무역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

1. 무역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의 유형과 내용
○ Ⅴ장에서는 무역과 외자유치 및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함으
로써 제조업 부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에 관
해 검토함.
— 무역과 외자유치의 진흥은 제조업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 제조업이 가장 많
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1) 무역 진흥을 위한 지원

○ 일반적으로 대외무역은 소득 및 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
오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함.
— 대외무역을 활성화할 경우, 외국과의 경쟁압력에 따른 생
산성 향상 노력, 선진기술의 습득‧모방, 자본재 수입을 통
한 투자 효율성 제고, 산업 전문화의 촉진 등을 통해 제조
업 주도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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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세계화로 표현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
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를 활성화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최근 범세계적 무역협상의 장인 ‘도하 개발 어젠더’(DDA)
에서도 무역을 개도국 경제개발의 핵심 구성요소로 삼을
것을 천명하고 있음.
—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 선언에서도 개도국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됨.
○ 선진국 정부 및 국제금융기구 등에 의한 개도국 및 체제전
환국 무역 진흥을 위한 지원은 크게 보아 다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음(OECD, 2006a).9)
— ① 무역정책 및 관련 제도의 확립과 무역 관계자들의 역
량 강화를 위한 ‘무역 관련 기술적 지원 및 역량 강화’(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 ② 운송‧보관, 통신, 에너지 등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필
요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지원
— ③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수
출산업 육성 및 이와 관련된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의

9) 좁은 의미의 ‘무역 관련 지원’(aid for trade)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합계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세 번째까지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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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을 위한 지원
○ OECD 개발지원위원회(DAC) 회원국 전체의 개발지원 가운
데서 무역 관련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좁은 의미로는
15%, 넓은 의미로는 22%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임.
— 무역 관련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
에, 그 비중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개발지원
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할 경우 향후 무역 관련 지원의 규
모는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도 무역 관련 지원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World Bank IEG, 2006).
— 1987～2004년 동안 세계은행의 지원 약정총액의 약 8.1%
(380억 달러)가 무역 관련 지원을 위해 117개국에 지원되
었음.
<표 V-1> 무역 관련 지원 금액 및 전체 개발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2001～2004
연평균

미래 시나리오
2010(비중 유지)

2010(비중 증대)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①

2.8

26

2.8

43

3.4

51

① + ②

14.5

155

14.5

219

20.5

309

① + ② + ③

22.4

228

22.4

337

30.2

455

자료：OECD(2006a).
주：순ODA(net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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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의 무역 관련 지원에 관한 정책은 다음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음.
— 1980년대 초 이후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도상국 경제
를 개방시키고 무역 자유화 정책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무역 자유화를 다른 차관 프로젝트의 부대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따라 개도국의 무역 자유화가 크게 진전되고 나자,
두 번째 단계인 1990년대 중후반에는 무역 관련 지원활동
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무역 이슈를 전
담하는 부서의 조직도 축소되었음.
— 세 번째 단계인 2000년대에는 무역 관련 지원활동의 중요
성이 다시 부각되고 무역 이슈를 다루는 새로운 부서가
창설되었으며 범세계적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을 대
변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즉 종전의 정책이 개도국 경제를 개방시키고 개도국의 수
입장벽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2000년대 이후
의 새로운 정책은 개도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장벽
을 축소하고 개도국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
춰지고 있음.
○ 2001년 이후 새롭게 정립된 세계은행의 무역 지원 프로그램
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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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세계 교역 시스템을(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보
다 친화적인 방향으로” 또는 “상호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즉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축소해야 한
다는 점).
— 둘째, 무역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전략의 중요한 구성부분
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즉 수출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
○ 세계은행의 무역 관련 지원 활동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① 무역 자유화, ② 무역 촉진을 위한 제도‧기관(세관 등)
지원, ③ 무역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공항 화물처리시
설, 항만 등), ④ 민간 및 공공 무역금융, ⑤ 무역협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 세계은행의 지원활동은 개발도상국의 무역제도를 보다 개방
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세계적으로 무역을 증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세계은행의 연구‧조사 활동은 종전의 수입대체 산업
화보다는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무역 자유화가 개발
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보다 유리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정
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2)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관련 지원

○ FDI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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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긍정
적 효과가 우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OECD, 2002).
— 긍정적 효과로는 기술이전,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기여,
대외무역 촉진, 경쟁적 비즈니스 환경 창출, 기업의 발전
에 대한 기여 등이 있음.
— 부정적 효과로는 이익 송금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효과,
지역경제와의 연관효과가 미약할 경우 나타나는 국민경제
의 내적 일관성 상실 등을 들 수 있음.
○ 개도국의 FDI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도국의
(민간)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선진국의 개발지원은 일반적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개도국의 FDI 유치를 지원하는 효과를 발
휘할 수 있음.
— OECD 개발지원위원회의 추정에 의하면, 개발지원의 약
1/4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함(OECD
2005a, b).
○ 민간투자 및 FDI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활동은 거시
적, 중간적,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거시적으로는 개발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외채 상환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강화함으
로써,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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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수준에서는 민간기업 및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보
다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반 제도적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
하는 작업을 지원함.
— 미시적으로는 해외 투자자들 및 기업들과 해당 개도국 기
업들을 서로 연결시키거나, 외자기업 유치활동을 직접 지
원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함.
○ FDI 유치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활동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음.
—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에 투자하는 선진국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들을 통
해 ‘위험 자본’(risk capital)을 지원함.
— FDI 유치 관련 제도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활동, 그리
고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gency) 같은 외자
유치 담당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함.
○ 세계은행의 경우, 다음 두 산하기관이 개도국의 FDI 유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산하기관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는 개도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정치적 리스크 보험’을 제공하고, 개도국 정부에 FDI 유
치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며, 투자 관련 분쟁 발생
시 ‘분쟁 중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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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세계은행의 자회사인 IFC(Internatioanl Finance Corporation)의 산하기관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는 대부분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정부 및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진단, 행정규제 및 투자 관련
법‧정책에 대한 컨설팅, 업종별 컨설팅 등 FDI 유치를 위
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10)
(3)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기술역량(technological capability)의 세계적 분포는 소득이
나 자본의 세계적 분포보다 더 불균등하여,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는 주요 선진국과 특정 산업 및 주요 다국
적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의 급속한 변화는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역량의 격차를 누적적으로 확대하는 경향
이 있음.
○ 따라서 개도국의 산업, 특히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키우
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매우 긴요함.
—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은 보다 광범위한 산업화 전략
10) FIAS는 1985년에 중국정부가 IFC에 의뢰한 FDI 유치 정책 검토 작
업을 수행하기 위해 창립되었으며, 그 후 조직과 활동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2005년까지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600개 이상의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FIA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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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구조 등 산업기술
에 대한 수요측면, 기술역량과 같은 공급측면을 동시에 고
려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필요로 함.
— 인센티브 구조는 기술축적 과정의 수요측면을 구성하며,
좁은 의미의 기술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 성
장전망, 기술진보 추세, 생산요소시장의 특징 및 지적 재
산권, 국내 및 해외경쟁의 조건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음.
— 기술역량과 제도는 산업기술 개발의 공급 측면을 결정하
며, 역량 축적의 최종 담당자인 기업의 역량에 가장 크게
의존하지만, 축적의 방향과 속도는 기업 외부요인의 영향
을 많이 받음.
— 따라서 숙련기술(skills), 물적 인프라, 정보 및 기술 접근
성 등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유
형‧무형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됨.
○ 세계은행의 기술 관련 지원 프로젝트들을 보면,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Crawford and Others, 2006).
— 첫째, 특정 산업 대상 지원：산업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
기술수입, 기술 컨설팅, 엔지니어 및 기능공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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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공공 연구소를 위한 지원：정부 산하 공공 연구소의
신규 장비 구입비 및 연구비 지원 등
— 셋째, 주요 공과대학(원) 및 직업학교를 위한 지원：장비
구입, 교사 훈련, 장학금, 커리큘럼 개발, 산학연계 지원 등
— 넷째, 기술개발 관련 금융지원：기술개발에 전문화된 금융기
관을 통한 간접적 자금지원, 기술개발 펀드의 설립‧운영 등
○ 이와 같은 지원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많이 강
조되고 있음.
— 공공 연구소, 대학, 업계를 연결하는 산관학 연계의 강화
및 이를 통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 공공 연구소의 경우, 자체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
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에 주력할 것
<표 V-2>

과학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세계은행 차관
(1980～2004 누계)
단위：억 달러
프로젝트
수(개)

합

계

세계은행 지원대상국 프로젝트 과학기술
차관
자체 자금 총비용 관련 비용

647

355

420

775

185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119

76

82

158

138

기타 과학기술
프로젝트

529

279

338

617

47

자료：Crawford and Other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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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기술관련 프로젝트는 보다 넓고 분명한 지향성을 갖는 기
술발전전략의 일부분으로 통합될 때에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건전한 거시경제 환경만이 아니라 개방적인 무역제도, 산
업 및 기술정책이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
업기술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개도국에게는 해외기술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산업기술 개
발의 관건으로 작용하며, 기술수입의 방식도 기술역량 축
적의 범위와 성격에 큰 영향을 줌.
— 기술개발용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통상의 금융중개기관보
다는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적합하
며, 이러한 금융기관은 관료주의적 개입의 병폐를 피할 수
있는, 민간 참여의 운영 및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함.
— 기술역량의 축적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조세나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부문
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함.
— 공공 연구개발 기관과 대학 및 업계 간의 ‘산관학 연계’가
기술역량의 축적에서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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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례 분석
(1) 보스니아 기업 수출금융 지원(World Bank, 2005a)

○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보스니아의 수출산업 육성을 도
움으로써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보스니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
— 프로젝트는 1999년 10월에 개시되어 2004년 12월까지 5년
간 진행되었음.
— 세계은행의 지원금액은 당초 2,200만 달러를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1,174만 달러가 집행되었음.
— 5년 동안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수출은 3
억 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프로젝트 개시 당시 추
정된 6억 4,800만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음.
— 보스니아의 금융 부문 및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
일부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프로젝트의 결과는 대체로 만
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음.
○ 프로젝트의 집행 업무를 담당할 보스니아 측 파트너는 보스
니아 정부 산하의 투자보증청(IGA,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이었음.
— 투자보증청은 장차 보스니아의 수출금융을 본격적으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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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보스니아 기업 수출금융 지원 프로젝트 소용비용
단위：백만 달러
당초 예상금액

실제 집행금액

운영자본 대출

19.00

4.83

컨설팅 서비스

0.60

0.41

운영비용

0.40

0.80

이행보증 금융

2.00

5.70

총

22.00

11.74

계

자료：World Bank(2005a).

당할 수출금융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프로젝트는 본래 운영자금 지원, 이행보증 금융, 제도 및 기
술지원으로 구성되었으나, 2002년에 상업은행을 위한 보증,
운영자금 직접지원, 신용보험 등이 추가됨.
— 2004년 말까지 신용 보험의 적용을 받은 수출액은 4,550만
유로에 달하며, 수출계약액은 5,350만 유로임.
— 2004년 12월 현재 IGA의 보험 서비스를 받는 기업은 72
개 사이며, 이들이 커버하는 고객사는 310개에 달함.
○ 운영자금 지원(working capital facility)의 주요 내용은 수
출 활동과 관련된 운영자금 대부 및 위험 공유 분야에서 상
업은행들을 지원하는 것임.
— 투자보증청이 운영자금 대부액의 50%를 믿을 만한 보스
니아 상업은행에 예치(이를 Participation Loan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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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스니아 은행 자체 자금 및 외국 은행으로부터 얻
은 자금 등으로 나머지 50%를 채워 이를 보스니아 수출
기업들에게 대출해 줌.
— 이 프로젝트가 설계된 1998년 당시 대부분의 보스니아 은
행들은 예금 부족 사태를 겪고 있었으며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 자본을
동원하여 은행들이 수출 기업들을 위한 운영자금 대부를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음.
—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전체 1,379만 유로의 운영자금 대부에
대해 전체 104건, 789만 유로에 달하는 참여대출(participation
loan)이 형성되어, 이 자금을 통해 총 70개 수출기업이 지
원을 받았고,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1억 1천만 유로에 달
함.
○ 이행 보증 금융(performance bond facility)은 수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보스니아 수출 기업들의 요청으로 금리가 높
은 상업은행들이 이들을 위해 수출 이행 및 선불 보증과 같
은 보증을 제공하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7개 수출 기업, 9개 계약 건이 지
원을 받았으며, 이는 이행보증금융(facility involving bond)
으로는 2,600만 유로, 계약 금액으로는 1억 2,200만 유로에
달함.
— 이 프로그램은 국제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 특화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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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보스니아 기업들이 수출 계약 보호를 위한 보증을 확
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임.
— 투자보증청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위탁된 계약 건을 모두
지원할 수 있었으며, 당초에는 일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
었으나 보스니아 기업들은 이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제도 및 기술 지원분야에서는 은행 및 기업의 신용평가 담
당직원을 지원하고, 컴퓨터화된 회계 시스템 및 관리정보시
스템을 운용함으로써 IGA의 운영을 강화함.
— 수출업체들의 상품 수출 지원 및 수출 절차에 대한 교육
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보스니아의 금융 분석
담당 직원 교육을 위해 경험이 있는 외국인 컨설턴트 및
지역 컨설턴트를 고용함.
— 또한 현금흐름 예측 및 추정재무제표의 준비를 위한 소프
트웨어 및 관련 장비들을 공급함.
○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행과정에서 세계은행의 역할은 다음과
같았음.
— 세계은행은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보스니아 수출기업들의
요구사항과 거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벌임.
— 또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및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에서 투자보증청을 지원했으며, 수출기업들에게 자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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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동시에 채무자 부담분의 50%를 보증한다는 개념
을 제시함.
— 세계은행은 투자보증청의 운영에 밀접하게 관여하여, 운영
자본 지원 결정, 개별 참여대출 결정, 수출업체 지원 결정
에 세계은행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보증청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었음.
○ 이 프로젝트의 실행으로부터 도출되는 몇 가지 교훈은 다음
과 같음.
—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의 보다 전통적인 활
동(자금대출이 없는 보증 및 신용보험)은 당초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투자보증청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포함할 필요성이 인식되었음.
— 투자보증청이 영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효과적인 수출신용
기관으로 기능하며 체코, 헝가리 등 주변국의 해당 기관처
럼 수출 증대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산업 내에서 받아
들여지는 표준에 따라 충분한 자기자본(equity capital)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2) 캄보디아 무역 진흥 및 경쟁력 프로젝트(World Bank, 2005b).
○ 이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의 무역 및 투자 관련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투자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수출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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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

캄보디아 무역진흥 및 경쟁력 프로젝트 소요비용
단위：백만 달러
소요비용

무역진흥 관련

6.15

수출시장 접근 기금

2.10

인프라 분야 민간 참여/투자

0.80

법률 관련

0.40

프로젝트 준비 자금의 보충

0.58

훈련, 워크숍, 운영비용

0.10

감사

0.20
총

계

10.33

자료：World Bank(2005b).

—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요소는 무역진흥, 수출시장 접근 펀
드, 민간부문의 인프라 건설 참여 및 투자 촉진, 법적 투
명성 제고 등임.
— 프로젝트는 2005년에 개시되어 2009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소요비용은 약 1천만 달러를 예정하고 있음(<표 V-4> 참조).
○ 현재 캄보디아의 역사적 배경 및 정책‧제도 환경은 경제발
전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기본적 인적‧물적
자원의 축적이 미약하고, 수십 년간의 내전과 정책 실패로
시민사회와 상업의 제도적 기반이 붕괴되었으며,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의류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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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캄보디아 경제의 기회 및 제약요인과 프로젝트의 목적
기회
∙WTO 시장 접
근
∙ 양자간 협력
(중국-ASEAN
FTA ; EU의
최빈국 대상
GSP 혜택)
∙ASEAN 시장
통합
∙동남아 지역경
제의 회복

제약

프로젝트

보완적 개혁

목적

∙관세법
∙긴 통관시간 ∙무역촉진
∙수출주도 성
(제도개혁과 ∙ 단일행정서류 장과 다각화
∙높은 통관비용
(EU)
∙부패에 취약한 ‘자동화’)
∙ 성장기반의
∙ 수출입검사부 확충과 고용
제도
역 할 재 검 토 ∙투명성과 투
∙ 무역지원제도
(EU)
의 미비
자자 신뢰도
∙위험관리전략
∙협소한 수출기
제고
반
∙민간의 인프라 ∙수출시장 접 ∙WTO 가입
근 펀드
∙관세개혁
개발참여에 대
∙수출전략
한 제도 미비
∙ 농산물 품질
∙불투명한 거래
개선
∙신뢰할만한 법
적 제도 미비 ∙민간의 인프 ∙채굴권법
라 개발 참여 ∙전기법
에 대 한 관 ∙수자원법 등
리제도 확립
∙법적 투명성 ∙상업재판소
∙회사법
∙파산법
∙상업중재

자료：World Bank(2005b).

— 정책 및 제도 환경에서도 과도한 규제와 취약한 제도가
저생산성과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의류수출 분야
를 제외하면 시장 및 무역 지원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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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경제의 부흥과 경제 통합, 거시경제
적 안정성의 향상, WTO 가입 등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계기로 삼아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새
로운 발전전략을 입안하였음.
○ 이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정부의 발전전략에 부응하고 캄보
디아 경제가 동아시아 경제부흥이 제공하는 기회를 십분 활
용할 수 있도록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구체적 목적
으로 함.
— 구체적인 기회요인과 제약에 대응하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수단은 <표 V-5>와 같음.
○ 이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에는 다른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다
음과 같은 교훈들을 참고하였음.
— 정치적 의지의 천명：프로젝트에 의해 지원된 개혁조치들
은 공적 제도와 민간부문의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
는 만큼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임.
— 여러 기관을 관통하는 전망 필요：무역촉진 조치들은 관
세청 담당 소관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정보공유와 조정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정보기술 투자를 실행하기 이전에 정보의 흐름을 간단히
하는 절차의 간소화 조치가 더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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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와 금융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함.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새로운 기관 및 제도를 만들기 보
다는 이미 존재하는 정부조직이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3) 아르메니아 외자유치 및 수출진흥 프로젝트(World Bank,
2002b)

○ 이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아르메니아의 외자유치 및 수
출진흥을 위한 학습 및 혁신 차관’(Learning and Innovation
Loan)으로서, 2002년 4월에 시작되어 2005년 12월에 종료되
었음.
— 이 프로젝트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투자 홍보활동 및 수출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예상 투자자에 대한 성실한 대응
등이 아르메니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
인 요소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프로젝트를 개시할 당시 아르메니아 정부 및 공공부문은 민
간 부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부족했고, 이
로 인해 FDI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또한 외국의 민간기업이 아르메니아 시장으로 보다 효과
적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생산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여건
을 만들어 주는 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역량이 매우 부
족했음.

116

— 이 프로젝트는 아르메니아 정부 산하 아르메니아 개발청
(ADA, Armenia Development Agency)이 투자환경을 개
선하고 수출산업을 진흥함으로써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음.
○ 이 프로젝트는 다음 조치들을 실행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
하여 향후 좀더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
젝트임.
— 필요한 거래 과정이 능률적이 되도록 하는 첨단 원스톱
창구의 설치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의 실행
— 민간 부문의 고객과 정부부처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민
간부문 중심의 기관(private sector-focused) 설립
— 민간 비즈니스 부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르메니
아 정부 내의 문화와 운영 시스템을 개선
○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요소는 인프라 및 기능(skills) 개발,
투자자 및 수출업체 대상 서비스의 강화, 투자 및 수출 진
흥임.
— 인프라 및 기능 개발 분야에는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방
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기술 지식을 전달해줄 지역 컨설턴
트에 대한 기술적 지원, 투자자 서비스의 제공, ADA의 업
무에 관한 일반적인 직원 교육 등이 포함됨.
— 투자자 및 수출업체 대상 서비스의 강화 분야에서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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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출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 투자자 및 수출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 투자 촉진의 관점에서, ADA 직원들은 대외홍보 및 후속
조치 관련 기법, 투자 홍보 기법 등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
촉진 교육을 받았음.
(4) 중국 기술개발 프로젝트(World Bank, 2003d)

○ 세계은행은 중국의 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에서 2002년에 걸쳐 “중국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
음.
—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당초 4억 달러를 예정했으나, 실제로
는 3억 6,500만 달러가 소요되었음.
○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국 산업에 청결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기술을 도입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기술정책
및 제도개혁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두 영역을 포함함.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일부를 시장지향적인 기술개발 기업
으로 전환함.
— 기술개발에 필요한 규범과 표준 설정을 위한 공공서비스
를 강화함.
○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링 연구센터(ERC ;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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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 지원, 공공기술 서비스 지원 등 두 가지 구성요소
로 이루어짐.
—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지원은 3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사
업으로, 중국의 대형 R&D 기관들의 시장지향적인 독립법
인으로의 전환, 특히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공공기술 서비스 지원은 1,1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산업 및 교육분야 지원, 농촌기술개발 지원, 산업다각화
및 현대화 지원, 중소기업 부문 기술 현대화 지원 등이 포
함됨.
○ 중국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전반적 호조건 속에
서 시행된 프로젝트의 성과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
되며,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관련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성
과가 있었음.
— 47개의 프로젝트 지원자금 수혜기관이 법인화되어, 21개의
유한책임회사(LLC), 8개의 주식회사(SLC), 8개의 국유기
업(SOE) 및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로 편입됨.
— 각종 워크숍을 통해 ERC 사업계획 작성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짐.
— 전국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워크숍, 연구여행, 해외 및 국
내 연수를 통한 인력 훈련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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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

중국 기술개발 프로젝트 소요비용
단위：백만 달러
평가액

실제지출액

207.7

218.8

기술적 지원

20.7

23.2

시설

37.1

기존자산

27.5

운영자본

26.3

엔지니어링 센터
장비

준비

6.9

기타

9.0

77.8

35.2

공공 서비스
국립표준연구소

10.0

8.6

생산성본부

0.7

0.4

컨설턴트 서비스 및 훈련

1.0

1.3

기본비용 합계

346.9

365.3

예비비

55.1

총비용

402.0

365.3

자료：World Bank(2003d).

○ 두 번째 구성요소는 국립표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생산성본부(Productivity Center)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성과를 달성함.
— 국립표준연구소의 건물 건설, 장비구입, 연구소 스태프의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측정 표준의 개선, 엔지니어링 파라
미터의 표준 설정에서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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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본부에서는 표준화, 품질관리, 기적 표준, 서비스 측
정 및 실험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 개선이
이루어짐.
— 그 결과, 2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계 표준화, 품질관
리 시스템(ISO9000), CAD 기술, 생산관리, 환경관리 시스
템(ISO14000), 기계안전, 제조기술 및 인력 훈련 분야에서
생산성본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
— 2002년까지 생산성본부는 7,500여명을 상대로 30개의 훈련
과정을 개설함.
○ 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중국의 기술정책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
— 법률제도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에 맞게 개편됨.
— 기업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기술혁신제도가 자리를 잡
아감.
— 산업구조가 개편되어 고기술 산업의 육성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됨.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보다 충실하게 실행되었으며 환경
보호 조치의 적용이 점차 엄격해짐.
○ 엔지니어링 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도 중요한 변화가 실
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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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개의 엔지니어링 연구센터가 모두 법인화되어, 회사법에
따라 다양한 지배구조가 확립됨.
— 엔지니어링 연구센터가 연구기관에서 시장지향적 법인기
업으로 전환되어,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 간의 선순환이
확립됨.
— 2003년까지 5년 동안 47개의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는 약
1,500여개의 주요한 연구결과를 이전하고, 8만 5,00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60여개 이상의 자회사를 설
립, 기술서비스를 통한 수입이 120억 위안에 달함.
○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검증환경의 발전은 과학 및 기술혁신
역량과 과학적 연구결과의 응용기술 및 생산적 이용(상업
화)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함.
—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는 세계은행 자금을 첨단설비의 도입
에, 국내 지원자금을 건물 및 설비확충 및 신축에, 약 6억
위안을 토목공사에 사용하였으며, 정보기술, 신소재 및 에
너지 및 환경보호 기술 분야에 엔지니어링 설비를 건설함.
—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는 세계은행 및 국내 지원자금을 이
용, 생산관리, 자금관리, 법률, 투자 분야에 훈련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국제학술교류 촉진, 경영관리자, 기술 및 금
융 전문가의 훈련에 기여함.
○ 국립표준연구소, 생산성본부 관련 분야에서도 설비의 확충

122

과 인력의 훈련이 이루어짐.
— 국립표준연구소는 세계은행 자금으로 498만 달러 상당의
장비 및 설비를 구입하고, 국내 지원자금으로 구입된 장비
도 설치하는 등 프로젝트 목표의 95%를 달성함.
— 생산성본부는 기업에 기술표준의 확산 및 적용, 품질관리
시스템(ISO9000), CAD 기술, 기업경영 컨설팅, 환경관리
시스템(ISO14000), 기술적 안전 및 첨단 제조기술, 인력훈
련 및 정보 제공서비스를 제공함.
— 2002년까지 기업에 30여개의 기술이전 아이템 및 서비스
를 제공했으며 총 연인원 7,500여명을 상대로 30여개의 훈
련코스를 개설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는 중국의 기술개발
에서 네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함.
— 중국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
—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의 주요 엔지니어링 기
술상의 문제를 해결함.
— 다른 연구소 및 대학 연구기관에 좋은 선례를 제공함.
— 국가자산의 활성화와 국가자산의 재구성과 대체를 통해
그 내적 구조와 생산물 구성을 바꾸는 데 기여함.
○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개혁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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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몇 가지 남은 문제들이 있음.
— 조달 절차가 복잡하고 조달 실사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
됨.
— 회전자금의 특별계정 유입이 너무 늦음.
— 엔지니어링 연구센터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도 소유권의
정의 및 경영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제기됨.
— 특히 ERC의 금융적 독립 문제, 즉 연구기관이 제조-모기
업의 자회사로 남아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신의 독
자적인 제조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나은지 분명한 결론을
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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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남북 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의 교훈과 시사점
○ 향후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이 진전되고 북한의 대외관계도
정상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경제회복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부문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산업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경험은 북한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Ⅵ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의 경
험을 총괄하여 그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보고, 향후 북한
산업개발을 위한 지원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함.
(1) 산업부문 지원의 주요 내용 요약

○ 본 보고서에서는 체제전환국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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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크게 광업지원, 기업지원, 무역 및 기술지원의 세 유형
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체제전환국의 광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신규 자원개
발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기존의 비효율적 광산의 폐쇄 및
관련 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음.
— 특히, 생산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석탄광업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간주되었음.
—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상당수 석탄광산의 폐쇄에
수반되는 제반 사회적 비용(광산폐쇄 비용, 실업수당 및
재취업 알선비용 등)을 지원하였고,
— 주요 광업회사의 사유화 또는 주식회사화 및 광업 관련
법‧제도의 개혁, 석탄가격 자유화 등 개혁 프로그램을 추
진하였음.
○ 체제전환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는 크게 사유화 지
원, 기존 국유기업 구조조정, 신규 중소기업 지원 등 세 분
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검토함.
— 기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지원은 주로 중국
에서 이루어졌으며, 설비 현대화, 기술이전, 경영 컨설팅,
환경보호 설비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음.
— 신규 중소기업의 창설‧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는 공공‧

126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관
계자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실시되었음.
○ 그 밖에 산업부문을 위한 중요한 지원으로는, 무역 및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지
원 등을 들 수 있음.
— 무역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무역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무
역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무역 관
련 인프라의 건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주로 수출금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FDI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개도국에 투자하는
선진국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개도국의 FDI 유치 관련
제도와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활동, 외자유치 담당기관의
설립‧운영 지원 등이 있음.
—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은 기술개발 관련 자금지원, 연
구소,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및 산관학 연계, 기술 컨설팅,
기술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됨.
○ 한편, 산업부문에 대한 국제 개발지원도 다른 부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기술적 지원과 자금 지원의 두 범
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지원금액의 규모는 자금지원 쪽이 훨씬 크지만, 내용상으
로는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도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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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하나
의 패키지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기술적 지원의
성공적 이행이 전체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기술적 지원의 대상은 수혜국의 여러 이해관계
자들을 두루 포함함.
— 정부, 공공‧민간기관, 사업자단체, 기업,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등 산업부문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을 가급적 폭
넓게 참여시키게 됨.
○ 기술적 지원의 내용은 크게 정책‧제도개혁, 역량강화, 인력
개발 등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산업활동, 무역, 외자유치 등과 관련되는 여러 정책
과 법‧제도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에 대해 정책협의,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여기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핵
심적인 지원 대상이 됨.
— 둘째, 정부와 각종 기관‧단체 등 산업활동을 지원할 조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훈련, 행정‧정보 시스
템의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셋째, 기업 경영진, 엔지니어, 근로자 및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인력 등 주요 산업 관련 인력을 위한 기술이전, 교육‧
훈련, 연구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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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문을 위한 자금지원은 대부분의 경우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 지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개도국의 금융시스템이 후진적이고 저축률이 낮아 운영자
금, 설비투자자금, 수출금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자금지원을 실시하는데, 그
경우 지원기관(세계은행 등)이 직접 해당기업에 차관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국의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함.
— 이런 방식의 자금지원은 수혜국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금융 시스템을 건전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수혜
국의 독자적인 금융시장에서 산업부문 개발자금이 원활하
게 조달될 수 있도록 돕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음.
(2) 교훈과 시사점

○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산업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교훈 및 시사점의 핵심 내용은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개발지원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과 본질
적으로 유사함.
○ 첫째,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훨씬 더

Ⅵ. 남북 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129

중시해야 함.
— 공장, 광산 등 생산설비를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건설해
주어도, 전반적 사업환경이 양호하지 않고 수혜국 당사자
들이 이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지속적 산업개발
및 경제성장이 발생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한편으로는 정책 및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양호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과 기술 및 시스템을 전파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둘째, 개발지원은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체제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민간의 주도성 및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체제개혁이 진행되어야만 지속적 산업개발과 경제성장이
가능함.
— 국유기업 또는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
으며,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정부당국의 간섭과 통제가 심
할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 기업의 창설‧운영이 어려
움.
— 따라서 국제사회는 지원 수혜국의 체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지원의 제공 여부 및 그 규모를 해당 국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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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및 제도의 건전성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산업부문과 관련해서는 국유기업‧공기업의 상업화(주식회
사화) 또는 사유화(민영화), 신규 중소기업 창설 장려, 가
격 자유화, 진입규제의 철폐, 건전한 산업활동을 뒷받침할
법‧제도의 확립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셋째, 지원 수혜국의 경제가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함.
— 많은 개도국(특히 소규모 개도국)이 원조의존적 체질에서
벗어나 자립적 수출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 등
국제사회가 무역 관련 지원(aid for trade)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음.
— 과거의 개발지원에서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경제를 개
방시키는 데 주로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에는 선진국의 무
역장벽을 축소시키고 개도국의 수출품 생산능력을 키워
개도국의 수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와 관련해, 개도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또, 무역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유리한 법‧제
도, 인프라, 금융 시스템 등 각종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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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수혜국 자신의 주도성, 체제개혁 및 개방 노력, 그리
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가 지원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
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원 프로젝트에서 실무적 추진은 수혜국 당사
자들이 맡게 되며, 프로젝트 종료 후 해당 산업활동의 운
영도 수혜국 자신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수혜국 관계자들의 주인의식과
주도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원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
려움.
— 또한, 수혜국의 파트너들이 국제사회 및 지원기관(예컨대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
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야만 지원 프로젝트가 실효성 있
게 추진될 수 있음.
○ 다섯째, 지원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지원 수혜국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함.
— 대부분의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는 수혜국의 정부(의 여러
부처), 공공‧민간기관, 국유‧민간기업,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됨.
— 이런 다양한 부문 및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산업개발, 무역진흥, 외자유치 등
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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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원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집행할 때, 관련 이해관
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가급적 여러 부문의 많은 사
람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산업부문 대북지원 추진방향과 과제
(1) 산업부문 대북지원 필요성과 추진방향

○ 산업부문의 남북협력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교역 및 투
자사업으로서 상업적 경제협력에 해당하며, 따라서 민간기
업 주도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업적 경협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의 일반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는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를 돕기 위한 지원에 해
당하며, 동시에 남측 기업의 대외진출을 도와 국내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한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산업개발이 필수적
이며, 이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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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자체의 산업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북한이
보다 과감한 경제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
임.
— 특히, 북한 같은 소규모 경제의 경우 대외무역 및 외자유
치를 통해 남한 및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결국 북한 산업개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고 집
행되어야 함.
— 상업적 방식의 남북 산업협력을 돕기 위한 지원도 결국에
는 북한 기업 및 산업부문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침으로
써 북한 자체의 산업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북한의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지원금액의 규모로 볼 때에
는 전체 대북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을 가능성
이 높으나,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향후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될 경우, 전
력, 교통 등 인프라 건설이나 농업, 환경보호, 보건의료 등
의 분야에서 대규모 공적 개발지원이 본격화될 것임.
— 이에 비해 산업부문의 협력사업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상
업적 경협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전체 공적 개발지원
에서 산업부문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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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개발지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산업부문 지원이 차지하
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음.
— 하지만, 산업개발이 북한의 경제회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산업부문 지원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
우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임.
○ 북한의 산업부문을 돕기 위한 공적 지원은 기술적 지원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에 강조점을 맞춰야 할 것임.
— 다른 많은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정책 변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
존 국유기업의 설비 현대화 등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먼저 시장경제, 기업경영, 대외무역, 외자유치, 산
업정책, 산업기술 등 여러 방면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인력개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부문, 나아가서 모든 부문에 대한 대북지원은 북한당국
의 협력 의지 및 경제개발 노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지원 규모와 방식, 속도, 부문간 우선순위 등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북한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 북한당국 스스로 적극적인 주도성을 발휘하고 남측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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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와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산업개발 및 이와 연계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 특히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및 지역별 개발은
행)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 경험
과 전문인력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협력은 대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 국제협력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남북간의 효율적 분업구조 구축에 유의해야 함.
— 남북간 과잉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각자의 비교우위에 적
합한 산업기반을 갖춰 남북한 산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발
전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단기 추진과제
□ 경제특구 개발 지원

○ 현재 남북 산업협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임.
— 또한,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주 특구의 추
가 개발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개성공단과 유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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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주공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개성공단 1단계 개발시 기반시설 구축자금을 무상으
로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
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운영, 기타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
고 있음.
—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지원은 남측 기업의 대북진
출에 대한 지원임과 동시에, 북한의 FDI 유치에 대한 지
원이라는 점에서, 산업부문에 대한 공적 지원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음.
○ 앞으로 개성공단 2단계와 해주특구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역시 기반시설 구축 및 기타 지원사업이 정부 차원의 공적
협력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대체로 남측 주도로 진행되
어 왔으나, 앞으로는 북한당국 및 기업을 참여시켜 명실공
히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제특구 사례를 보면, 외자기업만이 아니라 중국
국내기업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
였으며, 중국정부가 기반시설 구축 등 제반 지원사업을 주
도하였음.
—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도 북한당국과 기업이 보다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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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할 경우 개발효과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 2007년부터는 또 하나의 산업부문 지원사업으로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이 남북한 합의 하에 추진되고 있음.
— 현재 합의되어 있는 사업의 골격은 남측이 북측에 경공업
용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신, 북측의 지하자원 개발에 참여
한다는 것임.
○ 북측의 경공업 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단지 원자재 제공만이 아니라 설비투자와 경영지도, 기술교
류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확대‧발전시키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 이 사업은 초기에는 공적 지원사업으로 전개하더라도 장
기적으로는 남측 기업의 투자 또는 남북 간의 위탁가공
교역 등 상업적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임.
— 공적 지원사업은 북측 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측 기업
의 역량 강화를 도움으로써 대북투자 사업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적 지원사업을 통해 북
한 지하자원 및 광산의 현황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를 수
행하고 바람직한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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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자원 개발 역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
업적 경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공적 지원은 이러한
전환과정을 돕기 위한 잠정적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함.
□ 기술교육 ‧ 교류 및 인력개발

○ 북한의 산업기술 및 인력개발의 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
므로, 남북 산업협력 및 북한 산업의 본격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 및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은 (+)의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임.
— 특히 대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정
부 차원의 공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함.
○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의 인력 훈련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이 분야의 지원사업을 개시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만이 아니라 해주특구,
나아가서 북한 여타 지역의 산업인력 훈련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일반 생산직 근로자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중간직 기술‧기
능직 및 관리직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도 더욱 강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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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경우 북측 당국자,
기업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경영교육 및 해외
연수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보면, 산업활동을 주
도할 엘리트 계층에 대한 교육과 지식의 전수가 매우 중
요함.
—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제기구 및 해외 대학 등
에서 북한의 당국자, 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실시한 전례도 있음(Park and Jung, 2007).
— 이 같은 사업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확장하여
북한의 많은 당국자, 기업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
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만함.
— 여기에는 단순한 경제‧경영교육만이 아니라 남한, 중국,
동남아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시찰, 산업정책의 경험 전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3) 중장기 추진과제

○ 중장기적으로, 핵문제가 최종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더욱 발
전하며 북한이 경제개발을 본격화하게 될 경우에는 산업부
문 대북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진다 해
도, 북한이 체제개혁에 소극적일 경우에는 아래 과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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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연구조사 및 정책자문

○ 북한 산업의 본격적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부문의 실태
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기초적인 산업통계, 경영관리 실태, 무역 현황, 산업입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구조조정 및 신규투자 전략
을 세워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국제표준에 입각한 통계조사 방법과 체계를 북
한에 전수하고 조사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이 산업개발 전략, 즉 각종 제도개혁, 산업정책,
무역정책, 외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남북경제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 발전계
획 수립의 틀 속에서 북한 산업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산업 구조조정 지원

○ 앞에서 수행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 및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폐쇄‧정리토록 하고 재건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신규 투자와 경영 개혁을 지원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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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정리되는 기업과 관련해서는 실업자 지원대책과 해
당 지역경제의 재건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
원이 필요함.
○ 재건 가능한 기업들의 경우 제도 및 경영개혁을 전제로 설
비 현대화, 기술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중국 등 과거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국유기업
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찾아 북한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유기업의 상업화(주식회사화) 또는 사유화와 경영진의
개편, 현대적 경영기법의 도입 등이 필요함.
— 필요한 경우 기존 기업이 업종, 생산제품을 바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방안(특히, 군수산업의 민수전환)도 모색
할 수 있음.
— 과거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보면, 기존 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지원정책 수립시 세심한 주
의가 요망됨.
□ 중소기업 창업 지원

○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에서는 새롭게 창설된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등장하였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 구소련, 동유럽 등에서는 신규 중소기업이 대부분 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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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중국에서는 농촌 지방정부 소유의 ‘향진기업’이
나 도시 ‘집체기업’(집단소유제기업)이 새로운 중소기업군
을 형성하였음.
— 북한의 경우에도 ‘공유기업’이라는 이념적 형식은 유지하
면서도 내용상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신규 중소기업의
발흥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신규 중소기업의 창설‧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 북한의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남한 금융기관
또는 북한에 신규 설립되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또, 창업 인큐베이팅, 기술교육, 경영 컨설팅, 시장조사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개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수출진흥 및 외자유치 지원

○ 북측의 수출산업 육성과 외자유치를 돕기 위해 정책자문,
경영 컨설팅,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북측 기업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에 익숙하지
않아 국제무역과 수출 마케팅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
— 수출상품 기획, 수출 마케팅, 기술이전 등과 관련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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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KOTRA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북측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함.
— 과거 남한의 수출산업 육성정책에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특히, 북한은 수출금융 부문의 경험이 없고 자금도 부족하
므로, 수출금융기관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
요할 것임.
—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 외자유치
정책 및 법‧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자문,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함.
□ 기술이전‧교류 및 인력개발

○ 북측이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설 경우, 초기 단계에서 시
작한 기술이전‧교류 및 인력개발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북측의 주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산업기술과 관련되는 제
반 관계자들을 가급적 폭넓게 남측과의 기술이전‧교류사업에
참가시키고,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 북측 인력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대규모로 확장
하여 관련 프로그램 제공, 교사 양성, 장비 및 시설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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