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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몇 년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의 위상이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 교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중간재 비중과 중국産 최종재의 수출
비중은 모두 최근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 전체 수출 중 최종재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최근
약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중국
제조업 평균임금 상승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외국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저임금 및 저부가
가치 산업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부터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최근 3년간 정체
되고 중국 전체 수출 중 자국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비중을 상회했다. 또한 중국이 내수중심 경제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 내 수입품의
국내 대체가 확대되고 중국의 전체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이 하락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분쟁으로 G2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생산네트워크 재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의 제조업 공장으로 기능해왔던 중국이“중국제조 2025”를 통해 질적 도약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제조업의 고부가 산업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
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 중이며, 3차 산업 생산은 2017년 전년대비 11.4%
증가하며 GDP 중 51.6%를 차지했다. 그 결과 그 동안 중국이 주로 담당했던 저
부가가치 반제품 생산이 중국보다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이 낮은 국가로 이전
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중심에서 다른 新시장으로
다변화하려는 시도는 최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국가 간 중간재 교역에서 인도로의 수입 비중이 상승함과 동시에 국가 간
최종재 교역에서 인도産 최종재의 수출 비중도 상승 중이다.
본 보고서는 세계의 생산공장으로서 중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 세계산업
연관표(WIOD)를 활용해 글로벌공급망(Global Supply Chain) 및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생산기지국(중국, 인도 등)의 최종재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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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중간재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했다.
우선 글로벌공급망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을 생산기지로 하여 제 3국에서 생산
되는 중간재 생산액은 2010년~2014년 기간 중 363억 달러 증가에 그치며, 2000년~
2005년 기간 중 증가분 2,253억 달러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제3국의
중간재 생산 둔화는 기타 운송장비,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섬유, 기초 의약품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반면 인도의 경우 제3국의 중간재 생산액이
2000년~2005년 기간 중 160억 달러 증가에서 2010년~2014년 기간 중 177억 달러
증가로 확대됐으며, 2000년과 비교 시에도 2014년 들어 10배 확대된 것으로 측정
됐다. 다음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에서는 중국의 최종재 수출에 따른 자국
내 부가가치 유발률이 2005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반면 인도의 경우 중간재의 해외조달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최종재 수출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유발률이 하락했다.
한국은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고 그 중에서도 조립가공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생산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미·중 통상분쟁을 시작으로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중심
으로 한 국가간 생산네트워크의 작동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對中 무역 의존도를 줄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은 新시장 개척을 활발히 진행
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새로운 생산거점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인도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승했다. 또한 인도의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속에서 우리나라의 對인도 해외투자도 활발하다. 인도를
생산기지로 한국에서 생산 유발된 중간재 규모 역시 매년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별로 보면 인도로의 공장 이전은 운송장비, 기초금속, 화학공업 등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상당수가 대기업의 협력회사여서 독자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부차원의 對인도 진출 지원이 요구된다. 초기 금융 지원, 현지시장 정보
제공 등 장·단기 정책지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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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세계의 공장, 중국의 현주소(연구배경)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이나 그 역할이 최근 들어 약화
● 전 세계 중간재 교역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비중은 지난 15년간 상승세를 보이며
2000년 6.6%에서 2014년 23.1%로 16.5%p 상승
* 전 세계 중간재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 WIOD)
: (’00) 6.6 → (’05) 9.3 → (’10) 16.7→ (’14) 23.1

● 한편 국가 간 최종재 교역에서 중국産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
- 동시에 중국 전체 수출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세
* 전 세계 최종재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 WIOD)
: (’00) 5.1 → (’05) 10.2 → (’10) 14.8 → (’14) 16.6
** 중국 전체 수출 중 최종재 비중 (%)
: (’00)61.0 → (’05)59.0 → (’10)57.2 → (’15)56.6 → (’17)55.0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경제구조 및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임
● 중국이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 내 수입품의 국내 대체가
확대되고 이어 對세계 전체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이 하락세
* 중국 전체 수입 중 중간재 비중 (%)
: (’00)63.9 → (’05)59.3 → (’10)51.2→ (’15)53.4 → (’17)52.5

● 중국의 제조업 평균임금 상승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의 가파른 상승으로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졌고 심지어 중국1)도 더 싼 임금을 찾아 해외진출 확대

1) 중국은 저임금 저부가가치 가공 산업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부터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
으로 해외 가공기지 확대를 실행

IIT, 국제무역연구원

1

-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최근 3년간 1,300억 달러 초반 대에 정체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증가에 그쳤으며, 중국 내 진출한 외국기업 수 대비 외국인
투자 유치액도 하락세
* 중국 제조업 평균임금위안
(
) : (’00)8,750→(’05)15,934→(’10)30,916→(’15)55,324→(’17)64,452
2017년 기준 중국 전 산업 평균임금 증가율 : 10.0%
**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액 추이 (억 달러)
: (’05)724 → (’10)1,147 → (’15)1,356 → (’16)1,337 → (’17)1,363
*** 중국 내 진출한 외국기업 수 대비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액 (백만 달러)
: (’05)1.65 → (’10)4.19 → (’15)5.10 → (’16)4.79 → (’17)3.82

-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자국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5년 41.7%에서 2017년
56.8%로 상승했으며 2012년을 기점으로 외자기업의 수출 비중을 상회
* 중국 내자기업 수출비중(%) : (’05)41.7 →(’10)45.4 →(’12)50.1 →(’15)55.8 →(’16)56.3 →(’17)56.8

세계의 제조업 공장으로 기능해왔던 중국이“중국제조 2025”를 통해 질적 도약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제조업의 고부가 산업으로의 재편과 이에 따른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가 예상
● 중국의 경제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 중인 가운데 3차 산업 생산은
2017년 들어 전년대비 11.4% 증가하며 GDP 중 51.6%를 차지
* 2차 산업 성장률(%) : (’05)18.6 → (’10)19.6 → (’15) 1.6 → (’16) 5.1 → (’17)12.8
3차 산업 성장률(%) : (’05)16.2 → (’10)17.6 → (’15)12.4 → (’16)10.8 → (’17)11.4

● 그 동안 중국이 주로 담당했던 저부가가치 반제품 생산 역할이 중국보다 임
금수준 및 임금상승률이 낮은 국가로 이전되는 움직임 가속화
-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주변 신흥국들은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무역협정 참여
등 대내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2017년 기준 인도 전 산업 평균임금 증가율 : 9.5%
**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 산업 평균임금 증가율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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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고 그 중에서도 조립가공용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생산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최근 미·중 통상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 되며
중국 중심의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의 작동에 차질이 우려
-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함에 따라 미국의 對중국 보복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응(新시장 발굴 등)이 필요
* 한국의 전체 중간재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00) 15.2 → (’05) 31.3 → (’10) 30.3 → (’15) 30.5 → (’17) 29.5 → (’18.1~10월) 29.9

본 보고서는 세계 산업연관표(WIOD2))를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하여 세계 생산공장으로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에 대응코자 함
● 재화 및 서비스가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등 생산기지국의 최종재 수출이 각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중간재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함
- 다만, 세계산업연관표(WIOD)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4개국(중국, 일본, 한국,
대만)과 기타 8개국3)(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는 베트남이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통계가 최신자료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

2) EU 집행위원회와 네델란드 그로닝겐 대학 등 10개 기관의 참여 하에 세계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가 작성됨. EU 28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멕시코, 러시아, 호주 등 4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56개 산업(1차 산업 4개, 제조업 18개, 건설수도전기 5개, 서비스업 29개)에 대한 투입산출표를 제공.
현재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가 공표됨
3)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스위스, 노르웨이 등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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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구조 분석

◆ 세계산업연관표(WIOD)의 국가간 연관관계를 기준으로 중국이 최종재를 수출할 때, 각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중간재 생산액 기준(global supply chiain)과 부가가치
기준(global value chain)으로 분석

중국 최종재 수출4)을 위해 각 국가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는 2014년 2조 9,334억
달러로, 이중 2조 4,137억 달러(82.3%)는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5,196억
달러(17.7%)는 일본, 한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됨
● 중국 이외의 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생산액5)은 지난 15년 동안 증가
세를 보이나 그 증가분은 큰 폭 축소
- 2014년 중국 이외 국가의 중간재 생산액은 2010년 대비 363억 달러 증가하
였으며, 이는 2005년 중간재 생산액 증가분(2,253억 달러, 2000년 대비)의
1/6 수준에 불과
- 한국에서 생산 유발된 중간재도 2014년 들어 2010년 대비 125.3억 달러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2005년 증가분(246.1억 달러, 2000년 대비)의 1/2 수준
<중국의 최종재 수출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추이>
(단위 : 억 달러)

중국의 최종재 수출(a)
중간재 생산액(d=b+c)
중국 생산(b)
제3국 생산(c)

2000
1,445
2,859
2,224
634
64

- 한국
제3국의 생산유발율(c/a)

0.44

2005
4,478
10,152
7,264
2,887
(+2,253)
311
(+246)
0.64

2010
8,962
21,163
16,329
4,834
(+1,946)
438
(+127)
0.54

2014
12,026
29,334
24,137
5,196
(+363)
563
(+125)
0.43

주 : 1. 중국의 최종재 수출은 재고증감은 제외한 4개 항목의 합계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분
자료 : 해당 연도의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4) 본 보고서에서 최종재 수출은 무역거래 대상인 제조업 수출액 중에서 소비, 투자(재고증감 제외) 등 최종수요로
사용된 수출액으로 정의
5) 세계산업연관표(WIOD)를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분석을 통해 저자 계산. 중간재 생산액의 증가
분이 줄어들수록(늘어날수록)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확대)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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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로는 기타 운송장비,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섬유, 기초 의약품
등에서 중국을 생산기지로 한 제3국의 중간재 생산 둔화가 두드러짐
- 한국의 경우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중국의 최종재 수출로
유발되는 중간재 생산액 증가 폭 둔화가 크게 나타남
<중국의 최종재 수출을 위한 주요 산업별 중간재 생산액(총액) 증감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기타 운송장비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섬유
기초의약품

(2000년→2010년)
제3국
한국
1,483
127
6,954
569
5,981
619
9,832
1,215
555
36

생산액 증감
(2005년∼2010년)
제3국
한국
4,891
534
11,769
1,418
3,820
276
-423
-293
422
44

(2010년∼2014년)
제3국
한국
-1,036
72
-940
-175
-722
25
-533
275
-1
31

주 : 1. 제3국의 중간재 생산액 감소분이 큰 상위 5개 제조업 대상
2. 별표(*)는 한국에서의 중간재 생산액 감소분이 큰 상위 5위 업종에 포함
자료 : 해당 연도의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중국의 최종재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 총액은 2014년 기준 1조 1,794억 달러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국가로 배분됨
● 전체 부가가치 중 84.2%는 중국 내에서 창출되고 나머지 15.8%는 한국
(1.4%), 일본(1.19%), 독일(1.16%) 등으로 귀속
<중국의 최종재 수출로 인한 국별 부가가치 창출 비교>
(단위 : 십억 달러, 비중%)

2014
국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대만
독일
기타
계

금액
994
14
17
13
14
8
134
1,179

비중(%)
( 84.2)
( 1.19)
( 1.4)
( 1.1)
( 0.7)
( 1.16)
( 10.2)
(100.0)

유발률
(82.6)
(71.3)
(59.9)
(86.6)
(53.9)
(69.2)
(66.7)
-

주 : 유발율 = 각 국의 중간재 수출액(중국은 최종재 수출액)대비 부가가치 유발액의 비율
자료 : 해당 연도의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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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최종재 수출에 따른 자국 내 부가가치 유발률이 2005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005년 73.8%에서 2014년 82.6%로 8.8%p 상승하며 중국의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중국 최종재 수출로 인한 각 국가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우리나라가 59.9%로
낮은 수준인데 반해 일본과 미국은 각각 71.3%, 8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이는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간재 자급률이 높은데 반해 한국에서 공급하는 중간재는 타 국가
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음을 의미

<중국의 최종재 수출로 인해 중국 내 창출되는 부가가치 추이>

주 : 유발율 = 중국의 최종재 수출액 대비 자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의 비율
자료 : 해당 연도의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종합정리] 제3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가공 후 최종재를 생산·수출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지난 15년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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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중국의 최종재 수출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
중국의 최종재 수출을 위한 각 국의 중간재 생산액 중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국가 간
거래액은 2,904억 달러로, 이중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281억 달러(전체 거래액의 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대만(8.7%), 일본(6.8%) 등의 순으로 큼
● 각 국의 중간재 수출에서 71.1%(2,066억 달러)는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만과 한국의 경우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각각 87.5%,
84.3%인데 비해 독일(63.4%), 미국(53.0%)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독일과 미국에서 유발되어 수출된 중간재 중 일부(각각 36.6%, 47.0%)는
제3국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거친 후 중국 내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

<중국의 최종재 수출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2014년)>
(단위 : 억 달러)

중간재 생산액

수출
(a)

(비중,%)

對중국(b)
(비중, b/a,%)

중국

24,137

153

( 5.3)

-

일본

407

197

( 6.8)

138

(69.8)

한국

563

281

( 9.7)

237

(84.3)

미국

267

153

( 5.3)

81

(53.0)

독일

184

114

( 3.9)

72

(63.4)

대만

416

253

( 8.7)

221

(87.5)

기타

3,358

1,754

( 60.4)

1,318

(75.1)

계

29,334

2,904

(100.0)

2,066

(71.1)

주 : 2017년 기준 중국 수입순위 상위국 대상
자료 : 2014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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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떠오르는 생산거점, 인도

가. 신흥 생산거점으로서 인도6)의 현주소
(1)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인도로 귀착되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가 확대7)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함께 인도가 세계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대 종착역이 되는 추세
● 2006년 228억 달러를 기록한 對인도 FDI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
2009년)에도 각각 연 37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620억 달러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 중
-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인도의 국별 외국인투자 유치 누적 규모를 보면
모리셔스가 33.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17.7%), 일본(7.2%), 영국
(6.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음. 한국의 경우 0.72%로 15위를 차지
(2000년 4월~2018년 3월 누계기준, 자료 : 인도 상무부)
*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 수(개, CEIC) : (’05)1,840 → (’10)3,050 → (’15)3,314 → (’17)3,280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액 추이>

자료 : 인도 상무부

6) 세계산업연관표(WIOD)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4개국과 기타 8개국에 베트남이 미포함. 이에 차기 유망 생산
기지인 인도에 대해 분석을 시행
7) 2016년 모디정부는 유통, 방송, 방산, 항공 등 8개 산업분야에 대한 FDI 투자상한을 철폐 또는 완화. 2017년에는
FDI 심사기관이며 실질적인 규제기관이던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를 폐지하며 실질적으로
자유화돼있던 FDI 문호를 사실상 전면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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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인도 해외투자는 2006년에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후
투자액이 확대되며 2017년 5.1억 달러를 기록
●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신규법인 수 역시 2004년 이전까지는 20개 미만이
었으나, 2017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12개를 기록
<한국의 對인도 해외투자 동향>

주 : flow 및 투자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투자금액 기준 제조업이 4.2억 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의 80%를 상회하며,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43.3%로
거의 절반을 차지. 이어 식료품 부분 비중이 36.5%로 높음
<한국의 對인도 제조 업종별 해외투자 동향(2017년)>
(단위 : 백만 달러, 개)

제조업 분류
식료품
펄프, 종이 및 종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
화학물질 및 화학(의약품 제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계

신규법인 수
비중(%)
2
4.2
2
4.2
0
0.0
6
12.5
0
0.0
3
6.3
1
2.1
2
4.2
4
8.3
4
8.3
2
4.2
3
6.3
10
20.8
9
18.8
0
0.0
48
100.0

투자 금액
비중(%)
151.8
36.5
0.0
0.0
2.2
0.5
12.3
2.9
10.4
2.5
2.0
0.5
0.0
0.0
1.4
0.3
2.8
0.7
7.1
1.7
1.2
0.3
23.9
5.7
6.6
1.6
179.9
43.3
14.0
3.4
415.6
100.0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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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중간재·최종재 수출입 현황
인도가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 및 수출하는 소위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 전 세계 중간재 교역에서 인도의 수입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00년 1.3%에서 2014년 2.2%로 0.95%p 상승
● 전 세계 최종재 교역에서 인도産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5년간 꾸준히
지속 상승해오며 2014년 2.1%로 2000년 대비 1.2%p 상승
<전체 중간재 수입 중 인도 비중>

<전체 최종재 수출 중 인도産 비중>

자료 : 해당 연도의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국의 경우 對中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新시장 개척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도 상승세
● 한국의 전체 중간재 수출 중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에서
2018년 1~10월 3.0%로 2.0%p 상승
* 한국의 중간재 전체 수출 중 인도 비중 (%)
: (’00) 1.0 → (’05) 1.6 → (’10) 3.1 → (’15) 2.9→ (’17) 2.8 → (’18.1~10월) 3.0

● 한국의 對인도 전체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2005년을 기점으로 큰 폭 상승
하며 2014년 81.3%(31.0%p 상승, 2005년 대비)를 기록
* 한국의 對인도 전체 수출 중 중간재 비중(%, WIOD)
: (’00)72.5 → (’05)50.3 → (’10)58.7 → (’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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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를 생산기지로 하는 글로벌 공급구조 분석
인도 최종재 수출을 위해 각 국가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는 2014년 기준 1,769억
달러로, 이중 1,135억 달러(64.2%)는 인도 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634억
달러(35.8%)는 한국 등 타 국가에서 생산됨
● 제3국에서 생산 유발된 중간재 총액은 지난 15년 동안 증가 폭 확대
- 제3국의 중간재 생산액이 2000년 대비 2005년 160억 달러 증가에서 2010년
대비 2014년 177억 달러 증가로 그 증가폭 확대
- 한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도 화학공업, 기초금속, 기타 운송기기 등을 중심
으로 그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2010년 대비 2014년 8.6억 달러 증가
<인도의 최종재 수출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추이>
(단위 : 억 달러)

인도의 최종재 수출(a)
중간재 생산액(d=b+c)
인도 생산(b)
제3국 생산(c)
- 한국
제3국의 생산유발율(c/a)

2000
264
305
238
67
2.5
0.25

2005
588
682
455
227
(+160)
7.4
(+5)
0.39

2010
1,077
1,243
787
457
(+230)
12.7
(+5)
0.42

2014
1,552
1,769
1,135
634
(+177)
21.4
(+9)
0.41

주 :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분
자료 : 해당 연도의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인도의 최종재 수출을 위한 주요 산업별 중간재 생산액 증감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석탄 및 석유제품
기타 운송장비*
기초금속*
화학공업*
식음료

(2005년∼2000년)
제3국
한국
1,210
11
535
21
1,444
46
1,365
71
213
2

생산액 증감
(2010년∼2005년)
제3국
한국
4,223
9
1,144
14
2,507
65
746
67
242
4

(2014년∼2010년)
제3국
한국
3,618
16
2,444
76
2,003
120
1,801
154
718
11

주 : 1. 제3국의 중간재 생산액 증가분이 큰 상위 5개 제조업 대상
2. 별표(*)는 한국에서의 중간재 생산액 증가분이 큰 상위 5위 업종에 포함
자료 : 해당 연도의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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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최종재를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에 유발된 부가가치 총액은 2014년
1,470억 달러로 이중 83.6%(1,229억 달러)는 인도 내에서 창출
● 이어 나머지 16.4%는 중국(1.8%), 미국(1.1%) 등으로 귀속
<인도의 최종재 수출에 의한 글로벌 가치차슬 분석(2014년)>
(단위 : 억 달러, 비중 %)

부가가치 창출액
인도
중국
미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한국
호주
독일
일본
기타
계

1,229
26
16
2
6
6
6
7
6
167
1,470

(비중)
( 83.58)
( 1.77)
( 1.07)
( 0.14)
( 0.38)
( 0.41)
( 0.43)
( 0.50)
( 0.39)
( 11.34)
(100.00)

유발률
79.2
80.9
85.6
65.7
86.4
57.4
81.4
67.2
67.2
74.4

주 : 유발률 = 각 국의 중간재 수출액(인도는 최종재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유발액의 비율
자료 : 2014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인도의 최종재 수출로 인한 인도 자국 내 부가가치 유발률이 2000년 84.4%
에서 2014년 79.2%로 5.2%p 하락8)하며 전반적으로 하락세
<인도의 최종재 수출로 인해 자국 내 창출되는 부가가치 추이>

주 : 유발율 = 각 국의 중간재 수출액(인도는 최종재 수출액)대비 부가가치 유발액의 비율
자료 : 해당 연도의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8) 부가가치 유발률이 낮을수록 중간재를 자국 내에서 조달하지 않고 해외수입에 의존함을 의미. 이는 곧 생산기지
로서의 역할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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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인도의 최종재 수출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2014) ]
● 인도 최종재 수출을 위한 각 국의 중간재 생산액 중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국가 간
거래액은 323억 달러로, 이중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10억 달러(전체 거래액의
3.2%)를 차지하며, 중국(9.9%), 미국(5.7%), 독일(3.4%) 다음으로 큼

<인도의 최종재 수출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2014년)>
(단위 : 억 달러)

중간재 생산액

수출

(비중,%)

對인도

인도

1,135

2

( 0.6)

-

중국

99

32

( 9.9)

24

미국

33

18

( 5.7)

11

스위스

5

3

( 0.9)

2

인도네시아

10

7

( 2.0)

5

한국

21

10

( 3.2)

8

호주

14

8

( 2.4)

6

독일

18

11

( 3.4)

6

일본

18

9

( 2.6)

5

기타

416

224

( 69.2)

181

1,769

323

(100.0)

248

계

주 : 2017년 기준 인도 수입순위 상위국 대상
자료 : 2014 WIOD 활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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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모형  :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
● (개념) :
- r국가의 최종재 수출( )에 의한 global supply chain( )은 r국가의 최종재
수출을 위해 각 국가에서 공급하는 중간재 산출액으로써 생산유발계수를 이용
하여 계산함
;
● (모형) :
∞

(식1)

 

     × 

 




             
          
 

              



  





여기서,
 : r국가가 최종재를 생산하여 수출하기까지 i국가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총액
        : 레온티에프 역행렬, 생산유발계수,  는 총 투입계수
  : j국가의 i국가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다시 식(1)을 국가간 거래 행렬(  )로 나타내면 식(2)와 같다.
∞

 

  ∙ 

  

 

(식2)



  



   






   

여기서,

 : r국가의 최종재 수출을 위해 유발된 i국가의 중간재 수출액 중에서 i국가
내에서의 산업간 거래행렬을 의미



: r국가의 최종재 수출로 인하여 i국가에서 j국가로 수출한 중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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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모형  : 글로벌 벨류체인 모형(Global Value Chain) ]
● (개념) :
- r국가의 최종재 수출( )에 의한 global value chain( )은 r국가의 최종재 수출로
인해 각 국가에서 유발되는 산출액에 각 국의 산업별 부가가치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각 국가가 취하는 부가가치로 측정가능
● (모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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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도 진출기업 현황 및 현지 애로 조사
인도가 소비와 투자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인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음
● 인도는 최근 7%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미국을 제치고
제2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으로 부상하는 등 견조한 내수시장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 경제 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WEO

* 추정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Gartner(18.5)9)

●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인도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뉴델리, 첸나이, 벵갈루루 등의 지역에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음
<뉴델리 NCR(광역 수도권) 지역 한국 진출기업 현황(2018.6)>
산업분야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운송
금융
화학
에너지
서비스
교육, 기타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포스코, GS건설 등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등
신한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한화큐셀, SK루브리컨츠 등
PWC, LG경제연구소, 제일 인디아 등
이투스, 대교 등
소계

자료 : KOTRA 인도 한국기업 진출현황
9) 오정숙, “중국 및 인도 스마트폰 시장 현황”, KISDI, 2018.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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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7
18
27
13
10
6
6
29
42
168

인도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은 이미 현지에서 생산 중이거나 향후 현지화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서는 현지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고객사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 현지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저희 회사는 현재 스판덱스(신축성을 가진 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판덱스
제품의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현지 공장을 짓기 시작하여 내년
6월 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전부터 현지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작년 5월에
인도에서 베트남産 스판덱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추진속도를 높이게 되
었습니다.
- 합성섬유 제조사 A사 부장
저희 회사는 윤활유와 윤활유의 원재료가 되는 베이스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10년
부터 인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량 한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지화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석유제품 제조기업 B사 인도법인장
저희 기업은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했고 매출액은 40억, 내년에는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도에 진출해 있던 외국계 글로벌 기업과 합작 벤처 형태로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부품, 그 중에서도 다른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 현지 생산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에서 기계, 금형, 원재료 등을 수입해서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C사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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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정부의 개혁으로 기업들의 현지 진출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모디 정부는 Make in India, Ease of Doing Business 등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단일 징수체계를 위한 통합간접세(GST) 도입 등을 통해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지만 노동법과 토지수용법 개혁이 지연되는 등 인도의 정치 구조상
빠른 제도적 변화가 어려움
●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진출
기업들의 경우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

원부자재의 수입관세가 낮고 최종재의 수입관세가 높아야 중국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원가
경쟁력이 있는데, 인도는 특정 산업의 경우 원부자재의 수입관세는 굉장히 높고 최종재의
관세가 낮아 현지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오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인도로 수출할 경우
인도-ASEAN CEPA를 통해 0%로 들어오는데 굳이 인도에 별도의 생산기지를 만들 유인이
감소하게 되겠죠.
최근 인도에서 생필품을 제외한 200여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을 전격 검토하고 23
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 안에 에어컨, 냉장고 부품, 전자부품 등이
포함되었는데, 최근 급락하고 있는 루피에 대한 환율 방어,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 내수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만하고, 정부 차원에서 Make in India 정책의
일환으로 현지기업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선진국
으로부터 통관 등을 투명화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모디 정부에서
Ease of Doing Business, Digital India 등의 다양한 슬로건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인도 뉴델리 관세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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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융·수도·전기 비용과 아직까지 낮은 노동
생산성도 현지 진출 기업에게 제약요인으로 작용
- 주요국 간 노동생산성 비교(2017, 달러/고용 인원)10) :
(한국) 87,850 (대만) 57,477 (중국) 23,961 (멕시코) 21,468 (인도) 5,247

베트남 공장과 인도 공장에서의 생산 원가를 비교해보면, 원자재 수입단가, 전기료, 기타
등등 유리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단위당 인건비는 싸지만 노동생산성도 낮아 노동비용도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구요.
저희 회사는 내수시장을 주로 공략하기 위해 인도에 현지 진출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내수시장을 넘어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지로서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합성섬유 제조사 A사 부장
핵심 중간재 중 하나인 금형 같은 경우 수입하지 않고 현지 생산도 시도해봤는데, 현재
로서는 오히려 한국에서의 금형 생산 단가가 인도에 비해 낮습니다. 금융비용, 전기료 등이
한국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금형을 현지 생산하지 않고 한국
에서 수입해올 계획입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C사 법인장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전 자금, 시설 자금 등이 필요한데, 인도의
기준금리는 6.5%, 1년 예금 금리는 8%, 담보대출금리는 10%에 달합니다. 이 수준의 조달
금리를 부담하면서도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를 두고
고민하다가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건비가 저렴하긴 하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높은 편입니다. 인도 금융업계 기준 대졸
초임 2만 5천 루피 정도, 3년만 경력을 쌓으면 5만 루피가 되고, 경력이 10~12년이 되면
compliance(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등과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는 업무)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들의 연봉은 23렉11) 수준에 달합니다. 생산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조립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비용은 적지만 중간 또는
고급 관리자들의 고용 비용은 비싼 편입니다.
- D은행 뉴델리 지점장

10) 고용 인원 1명 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량을 기준으로 측정. The Conference Board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1) LAK: 10만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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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
●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인도 소비자들의 선호가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소비 경험을 통해 프리
미엄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 시장이 크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인도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우리 회사는 현대자동차, 스즈키마루티, 타타 등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2차, 3차 벤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0명 정도고 매출은 작년에 약 60억 정도, 올해 목표는
75억을 잡고 있습니다. 매년 20~30%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간 100만$~120만$ 정도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현지 조달 비중이 늘어나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일본의 스즈키, 미쯔비시,
독일의 헬라(Hella) 등의 회사들로부터 현지화에 대한 요청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싼 것만 찾는다고 하지만, 이들도 막상 싼 제품을 사용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 때부터 프리미엄 제품을 찾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인도
자동차 브랜드 타타에서 나온 1렉(10만 루피)짜리 가장 저렴한 모델, 나노도 처음에는 인기
많았지만 지금은 인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도 자동차 내수시장은 충분히 한국 기업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시장도 클뿐더러 현재 내수
시장 가격은 생각보다 꽤 높은 편입니다. 조립 단가(인건비)는 낮지만 원자재, 부품 등의
단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2차, 3차 벤더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인도에
진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지금 인도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
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E사 대표
과거 한국의 종자 판매 업체가 벵갈루루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약 80억원으로
7위권 정도의 규모였죠. 하지만 이 회사도 BEP (break-even point) 맞추는데 8년 이상
걸렸습니다. 종자 시장이 4,000억이나 될만큼 큰 시장이다보니 장래성은 좋았습니다. 이
기업도 그렇지만 한 번 거래선이 안정되고 나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 D은행 뉴델리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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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그 동안 생산기지 역할을 해 온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가 간 최종재 교역에서 중국産 비중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등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됨
●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 등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 기업의 해외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도 정체되고 중국 자국기업의 수출
비중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을 상회
- 중국을 생산기지로 제3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생산 증가분이 큰 폭 감소
(2000년~2005년 기간 중 2,253억 달러 증가 → 2010년 ~2014년 기간 중
363억 달러 증가)
- 이 같은 제3국의 중간재 생산 둔화는 기타 운송장비,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
스틱, 섬유, 기초 의약품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짐
● 중국이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최종재 수출로 인한 자국 내 부가가치 유발률은 지난 10년간
상승 (2005년 73.8% → 2010년 78.4% → 2014년 82.6%)

세계 제조업 공장으로 기능해 온 중국이“중국제조 2025”를 통해 질적 도약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제조업의 고부가 산업으로의 재편이 예상
● 중국의 경제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 중이며, 3차 산업 생산은 2017년
전년대비 11.4% 증가하며 GDP 중 51.6%를 차지
● 그 동안 중국이 주로 담당했던 저부가가치 반제품 생산 역할이 중국보다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이 낮은 국가로 이전 되는 움직임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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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중심에서 다른 新시장으로 다변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최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 활동이 두드러짐
● 국가간 중간재 교역에서 인도로의 수입 비중이 상승하며 동시에 국가간
최종재 교역에서 인도産 최종재 비중도 지속 상승 중
● 인도 최종재 수출을 위해 생산유발된 제3국의 중간재 생산액은 2000년~
2005년 기간 중 160억 달러 증가에서 2010년~2014년 기간 중 177억 달러
증가로 확대됐으며, 2000년과 비교 시 2014년에 10배 확대
* 인도의 최종재 수출(2000년→2014년, 억 달러) : 264 → 1,552
- 제3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생산액(2000년→2014년, 억 달러) : 67 → 634

● 또한 인도의 경우 중간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최종재
수출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유발률이 하락
(2000년 84.4% → 2014년 79.2%)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생산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
● 인도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승했으며, 인도의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속
에서 우리나라의 對인도 해외투자도 활발한 추세를 보임
● 인도를 생산기지로 하여 한국에서 생산 유발된 중간재 규모 역시 매년 증가
세가 확대 중
- 산업별로 보면 인도로의 공장 이전은 운송장비, 기초금속, 화학공업 등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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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에서의 對인도 진출지원이 요구
● 인도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상당수가 대기업의 협력회사여서 독자적
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초기 금융 지원, 현지시장 정보제공 등 정부의 장·단기 정책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도 및 인니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상당수가 대기업의 협력회사여서 독자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예) ① 중소기업이 인도에서 손익분기점 넘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자금난
② BIS(인도 품질인증/규격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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