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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5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 검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5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
핀, 베트남)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제고
ㅇ 아세안 5국이 고성장을 보인 데는 위기 이후 급증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FDI는 직접적인 투자 증대와 함께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
⇒ 아세안 5국의 FDI 유입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동향 및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전세계
FDI 유입규모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아세안 5국으로의 FDI 유입은 인도
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시현
ㅇ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5국에 대한 FDI 투자국가중 북미지역 국가의 비중
은 하락한 반면 동아시아(동북아 및 아세안 국가)국가의 비중은 상승
▪ 지리적 근접성, 지역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아세안 5국과 동아시아국가
간 무역연계성 확대 → 동아시아 국가의 對아세안 5국 FDI 투자 증가
→ 양 지역간 무역연계성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용
ㅇ 아세안 5국으로의 부문별 FDI 유입은 부존자원, 경제여건 등에 따라 국별
로 차별화
▪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은 제조업 부문으로
주로 유입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경우 서비스
업으로의 유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

)

)

아세안 5국의 FDI 유입액(십억달러) 및 비중1)(%)

국가별 FDI 유입액1)(십억달러) 변동

주 : 1) 세계 및 신흥국 FDI 총 유입액 대비 비중
자료 : UNCTAD, ASEAN stats, ASEAN statistical year book

주 : 1) 기간중 평균
자료 : ASEAN stats, ASEAN statistical year book

배부처: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부총재보, 외자운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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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및 투자 제약 요인 아세안 5국으로의 FDI 유입은 다음과 같
은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유입세가 지속될 전망
①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아세안 5국은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중국
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증
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억제 및 내수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추진,
미·중간 무역분쟁 심화 등도 생산거점으로서 아세안 5국의 입지를 강화
② 일대일로전략 추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아시아 지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국의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도 향후 중국
기업의 對아세안 5국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
③ 아세안 5국의 견실한 성장세, 인구 증가 등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커지면
서 생산거점 구축 외에 내수확보 목적의 FDI 유입도 늘어날 전망
▪ 향후 인구증가세 지속,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면
서 가계의 소비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다만, 아세안 5국의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등 기업 경영환경이 미흡하다
는 점, 일부 국가의 경우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시사점 아시아지역 분업체계에서 아세안 5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동 국가들
의 내수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
ㅇ 기업의 경우 향후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시 조립·가공을 위한
해외 생산기지 구축 외에 내수시장 확보 측면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ㅇ 아울러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이 아세안 5국으로 이전되는 구조전환 과
정에서 우리기업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
출의존도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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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5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
남)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제고
ㅇ 2010~18년중 아세안 5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동 기간중 여타 경제권의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
ㅇ 이에 따라 아세안 5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6%에서 2018년 5.5%로,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중 3.5%
에서 4.5%로 확대
아세안 5국 및 주요 경제권 GDP 성장률1)(%)

아세안 5국 세계 GDP1) 및 교역 대비 비중(%)

주 : 1) 2010~2018년 연간 성장률의 평균
2) 중국, 인도, 아세안 10개국 등 30개 국가
3) 터키,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12개 국가
자료 : IMF

주 : 1) PPP 기준
자료 : IMF, World Bank

□ 아세안 5국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 한 외
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
*

*

아세안 5국에 대한 FDI 유입액(유량기준)은
약 686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

2007

년약

337

억달러에서

년

2018

ㅇ 통상적으로 FDI는 투자 증대,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의 국내 이전 등
을 통해 투자대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
▪ 특히 국내 자본이 부족한 신흥국의 경우 FDI는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아세안 5국의 FDI 유입 동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모색
3

Ⅱ

아세안 5국의 FDI 유입 동향 및 주요 특징

1. 동 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분업체계 약화 등으
로 세계 FDI 총 유입액 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아세안 5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증가세를 시현
*

*

외국인투자 유입액에서 투자회수액(divestment)을 차감한 순유입액 기준(이하 동일)

ㅇ 이에 따라 전세계 및 신흥국 FDI 유입액에서 아세안 5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09년 1.9%, 4.3%에서 2018년 5.3%, 9.3%로 상승
아세안 5국의 FDI 유입액(십억달러) 및 비중1)(%)

전세계 FDI 유입액(십억달러)

자료 : UNCTAD

주 : 1) 세계 및 신흥국 FDI 총 유입액 대비 비중
자료 : UNCTAD, ASEAN stats, ASEAN statistical year book

□ 아세안 5국의 FDI 유입을 국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태국 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유입규모가 위기이전 기간보다 확대
*

태국의 경우 2014년 군부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 등으로 FDI 유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ㅇ 위기 이전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으로 FDI 유입액(기간
중 연평균 기준)이 컸으나, 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

등의 순으로 유입이 활발

국가별 FDI 유입액1)(십억달러) 변동

국가별 유입액(십억달러) 추이

주 : 1) 기간중 평균
자료 : ASEAN stats, ASEAN statistical year book

자료 : ASEAN stats, ASEAN statistical year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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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특징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유입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5국으로의 전체 FDI 유입액에서 북미 지
역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한 반면 동아시아국가(동북아시아 및 아
세안 국가)의 비중은 상승
ㅇ 최근(2016∼18년중) 들어서는 FDI 투자국가 비중 상위 5개국 모두 동아
시아 국가가 차지(싱가포르 : 26.3%, 일본 : 22.5%, 홍콩 : 10.7%, 중국 : 7.3%,
(

)

한국 : 7.1%)

주요 지역별 투자 비중(%) 변동1)

아세안 5국에 대한 주요 투자국 추이1)

년

년
일본
일본 싱가포르
1위
(25.3)
(26.1)
(26.3)
싱가포르
싱가포르
일본
2위
(21.8)
(24.0)
(22.5)
미국
한국
홍콩
3위
(9.4)
(7.4)
(10.7)
한국
홍콩
중국
4위
(4.5)
(6.3)
(7.3)
영국
미국
한국
5위
(3.4)
(5.7)
(7.1)
2010~12

주 : 1) 기간중 전체 유입액 대비 비중
자료 : ASEANstats

년

2013~15

2016~18

주 : 1) ( )는 기간중 전체 유입액 대비 비중
자료 : ASEANstats

□ 아세안 5국은 ‘경제발전, 동아시아 국가와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동
아시아 주요국과의 무역연계성 확대 → 동아시아 주요국의 투자 증가
→ 무역연계성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용
ㅇ 동아시아 국가들의 직접투자 및 이들 국가와 아세안 5국 간의 교역
액(수출액+수입액)이 글로벌 위기 이후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
▪ 아세안 5국의 전체 교역액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9.7%에서 2018년 63.2%로 확대
5

ㅇ
*

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 5국과 동아시아 주요국간 지역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도 투자증가 요인으로 작용

*

2000

동 국가들간 지역무역협정에는 협정 대상국에 대한 투자 최혜국 대우 및 내국
민 대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등 투자여건 개선 조항이 포함

아세안 5국의 對동아시아
수출입액(십억달러) 및 비중1)(%)

아세안 5국과 주요 동아시아 국가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명

RTA

ASEAN Free
Trade Area

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베트남-한국
ASEAN-

1)
2)

CPTPP

주 : 1) 아세안 5국의 전체 교역액(수출
액+수입액) 대비 비중
자료 : UNCTAD

참여국

개국
ASEAN 10개국, 중국
ASEAN 10개국, 일본
ASEAN 10개국, 한국
베트남, 한국
말련, , 베트남
, 일본, 호주,
싱가폴
브루나이
,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페루, 멕시코
ASEAN 10

발효연도
1993
2007
2008
2010
2015
2018

주 : 1) 상품부문은 2005년, 서비스부문은 2007
년에 각각 발효
2) 아세안 5국과 일본은 2006~09년중 양자간
RTA를 별도 발효
자료 : WTO RTA database

유입 부문은 국별로 차별화
□ 아세안 5국의 국별 부존자원(저임금 노동력, 천연자원 등) 보유 및 경제 여건
에 따라 각국의 산업별 FDI 유입 비중이 상이
ㅇ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은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수준
§ 반면 소득수준(1인당 GDP)이 높은 말레이시아, 태국의 경우 서비스업
에 대한 FDI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FDI

)

►

아세안 5국 1인당 GDP(달러)

주: 1) PPP 기준

1)2)

2)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30,860

19,476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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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0

8,936

베트남
7,511

국가별 제조업·서비스업 FDI 비중(%)1)

국가별 노동력수1)(백만명) 및 임금2)(천달러)

주 : 1) 2014~18년중 유입액 기준(베트남은 2014~17년)
주 : 1) 2018년 15~64세 경제활동 인구수 기준
2) 전력 및 수도업 포함
2) 2018년 제조업 근로자 연간 임금 기준
3) 신고금액 기준
자료 : ILO, JETRO
자료 : CEIC

ㅇ 또한 천연자원(팜유, 석유 및 천연가스, 광물 등)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농림어업 및 광업에 대한 FDI 유입 비중이 높음
*

*

§

다만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광업부문에 대한 비우호
적 투자환경 으로 인해 2016~18년중 대규모 투자회수가 발생하면서 광업 부문에
대한 FDI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인도네시아는 비가공 광물 수출 관련 규제, 광업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
분 제한(49%이내) 등을 시행중
#

이들 국가의 농림어업 및 광업에 대한 FDI 투자비중은 세계 FDI의
산업별 유입 비중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

국가별 농림어업·광업 FDI 비중(%)1)

세계 FDI의 주요 부문별 유입 비중1)2)

주 : 1) 2014~18년중 유입액 기준(베트남은 2014~17년)
2) 신고금액 기준
자료 : CEIC

주 : 1) 2014~18년중 유입액 기준
2) M&A(순투자액) 및 그린필드투자(신
고금액) 합계 기준
3) 전력 및 수도업 포함, 건설업 미포함
자료 :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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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이와 같은 부문별 FDI 유입의 특징은 아세안 5국에 대한 FDI가
주로 저임금 노동력 및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자원추구형
FDI 를 중심으로 유입되어 왔음을 시사
*

를 투자 목적에 따라 각각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성추구형, 전략자산추
구형 FDI로 분류 가능. 자세한 내용은 “<참고1> 투자 목적별 FDI의 분류“참조

* FDI

<참고 1>

투자 목적별 FDI의 분류

□ FDI는 투자의 목적에 따라 시장추구형(market seeking), 자원추구형(resource
seeking), 효율성추구형(efficiency seeking), 전략자산추구형(strategic asset seeking)
FDI로 구분 가능(Dunning and Lundan(2008), 정형곤 외(2017) 등)
ㅇ 시장추구형 : 다국적기업이 특정국 및 인근 국가에 대한 시장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FDI로서 투자대상국의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등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
ㅇ 자원추구형 :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및 천연자원 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FDI로서 투자대상국의 요소부존도, 임금수준 등이 주
요 결정요인으로 작용
ㅇ 효율성추구형 :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등을 활용하여 생산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FDI로서 투자대상국의 규모의 경제, 거시 경제
안정성 등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
ㅇ 전략자산추구형 : 다국적기업이 해외기업의 유·무형 자산 취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FDI로서 투자대상국의 인프라 수준, 기술발전 정도
등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
FDI

FDI

FDI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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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전망 및 투자 제약 요인

1. 향후 전망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유입 확대
□ 중국이 담당해 왔던 글로벌 생산거점의 역할이 향후 아세안 5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FDI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은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정부의 가공무역 억제 및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등으로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
(

FDI

)

*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무역중 가공무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2007
년 45.4% → 2018년 27.3%)하였으며, GDP중 내수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확대
(2007년 42.9% → 2018년 52.2%)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중국
의 수출은 2016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세계 수출증가율을 하회
주요국 제조업 생산 비용 지수1)

중국과 세계 수출증가율(%) 및 차이(%p)

주 : 1) 미국 100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 BCG

자료 : UNCTAD

ㅇ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5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정부의 적극적
외자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
§ 아세안 5국의 제조업 임금수준(2018년 연간임금 기준)은 중국(10,520달러)보
다 낮으며, 특히 인도네시아(5,027달러), 필리핀(4,056달러), 베트남(3,812달러)
의 경우 중국의 절반 수준을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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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임금1)수준(천달러)

주요국의 노동력수1)(백만명) 및 예상 증가율2)(%)

주 : 1) 2018년 연간 임금 기준
자료 : JETRO

주 : 1) 2018년 15~64세 경제활동인구수 기준
2) 2020~30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 ILO

ㅇ 실제로 아세안 5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0년 중국 FDI 유입액의
40.9%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49.3% 수준으로 상승
□ 한편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분쟁도 아세안 5국으로의 FDI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미·중 무역분쟁 이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관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
로 중국으로부터 아세안 5국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 의향을 피력
*

*

§

지난해 이후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의 일부 수출품에 대해 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

중국내 미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기업들이 아세안 5
국을 포함한 여타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

미·중 무역분쟁 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내 생산기지 이전 계획1)

기업

HP,
DELL

애플
닌텐도
샤프
마이크로
소프트

미·중 무역분쟁 후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의향1)(%)

주요내용
생산량의 최대 30%를 동남아 등으
로 이전 검토
생산시설의 15~30%를 이전 검토
중이며 대상 국가로 베트남과 인도
를 최우선으로 고려
게임기 생산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
로 이전 결정
노트북 생산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 계획
게임기 및 AI 스피커 생산기지 일
부를 태국, 인도네시아로 이전 검토

주 : 1) 2018.7월 이후 발표 기준
자료 : 국내외 주요 언론 종합

주 : 1) 2018.8~9월중 중국내 430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자료 : AMR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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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투자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5국과 중국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확대되
는 과정에서 아세안 5국에 대한 중국 기업의 FDI가 증가
ㅇ 아세안 5국이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반제품+부품·부분품) 및 자본재를 수
입하여 반제품 및 소비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보이면서 동 국가들
의 對중국 공급(GVC) 참여도가 후방참여도를 중심으로 상승
(

)

*

*

아세안 5국의 對중국 공급참여도(%):
→ 2018년 7.5

2007

년

6.6

→

2010

년

7.1

→

2015

년

7.4

ㅇ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아세안 5국의 FDI 유
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12년중)
2.0%에서 최근(2016~18년중) 7.3%로 대폭 확대
아세안5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비중1)(%)

주 : 1) 2018년 기준(베트남은 2017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아세안5국 대중국 전·후방 참여도(%)

자료 : UNCTAD Eora

□ 앞으로도 중국은 아시아 지역내 경제주도권 확보를 위해 아세안 5국과
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세가 지속될 전망
ㅇ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일대일로 전략(Belt and Road
Initiative) 및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추진 등 역내 경제주도
권 확보 노력을 지속
*

*

한·중·일, ASEAN 10개국, 인도, 뉴질랜드, 호주(총 16개국)가 참여하는 광역 지
역무역협정(Mega RTA)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

ㅇ 또한 중국 기업들은 투자 대상국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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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조사(19.4월)한 결
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41%) 동 국가들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및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나타남(UBS)

* 558

아세안 5국의 주요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1)

중국 기업들의 지역·국가별 투자 선호도1)(%)

주 : 1) 현재 진행중 또는 진행예정 프로젝트 기준
자료 : 국내외 주요 언론 종합

주 : 1) 558개 중국기업 대상 설문조사(19.4월) 결과
자료 : UBS

국가
주요내용
(Jakarta)와 반둥(Bandung)
인니 자카르타
간 고속 철도 건설 등
동부 해안 철도(ECRL) 프로젝트, 쿠
말련 알라룸푸르 남부 지역 복합 개발 프
로젝트(Bandar Malaysia) 등
(Pulangi) 수력 발전소 건설
필리핀 풀랑기
프로젝트 등
(Bangkok)과 라오스 접경지역인
태국 방콕
농카이(Nongkhai)간 철도 건설 등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향후 아세안 5국의 높은 성장세 및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 이외에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FDI 유입도 증대될 전망
ㅇ 향후 인구증가, 소득수준(1인당 GDP ) 향상 등으로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
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내수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
(

)

*

*

향후 6년간(2019~24년중)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IMF, PPP 기준)

주요국의 GDP 및 인구 증가율1)(%) 전망

아세안 4개국의 소득계층1) 비중(%) 전망

주 : 1) 2019~24년중 연간 증가율 평균
자료 : IMF

주 : 1) 각국의 소득계층을 월소득 및 구매력을 기
준으로 구분
자료 : B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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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소비재 및 서비스 산
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자원추구형 FDI 외에 시장추구형 FDI
의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특정국이나 그 주변국에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FDI를 의
미.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투자 목적별 FDI의 분류” 참조
§ 아세안 5국의 서비스 부문 비중(49.1%, GDP중 서비스업 비중, 2016년 기준)은
주요 선진국(OECD평균 70.1%)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향후 경제발전에
*

따라 내수시장이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을 시사

최근 주요 다국적기업의 아세안 5국에 대한
시장추구형 FDI1) 사례

기업명
코카콜라

(Coca-Cola)
7-Eleven

유니레버
프루덴셜
(Prudential)
알리바바
(Alibaba)
이케아(IKEA)
(Unilever)

업종
음료
유통업
식품및
생활용품
금융업
IT
서비스업
가구
2)

주요 선진국의 1인당 GDP(달러) 수준별
서비스부문 비중1)(%) 추이2)

투자대상국 연도
인도네시아, 2016
필리핀
베트남 2017
필리핀, 201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017
인도네시아, 2018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2018

주 : 1) 신규진출 및 기존 사업 확장
2) 제조업의 경우 주요 생산품목으로 표시
자료 : Asean Investment Report

주 : 1) GDP중 서비스업의 비중
2) ( )내는 대상기간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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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제약 요인

글로벌 분업 유인의 약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 신흥국과 선진국
간 임금격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되면서 신흥국으로의
FDI 유입세가 둔화되는 모습
(

)

*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 는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약함으로
써 글로벌 분업 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
# 금융위기 이후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 및 비관세조치(동식물위생검역, 무역기
술장벽 등)의 시행건수가 크게 증가(2000~07년 평균 1,821건 → 2010~18년 평균 3,303건)
ㅇ 위기 이후 글로벌 공급 참여도의 하락(2010년 59.3% → 2018년 56.5%)과
*

#

함께 신흥국의 FDI 유입액 증가세도 큰 폭으로 둔화
□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중국 등 주요 신흥국과 같이
아세안 5국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FDI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
ㅇ 아세안 5국중 일부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임금
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임금상승률은 신흥국 평균을 상회
글로벌 GVC 참여도(%)1)

권역별 FDI 유입액 증가율(%)1) 아세안 5국 임금1)상승률(%)2)

주 : 1) 전방참여도+후방참여도 주: 1) 기간중 연간 증가율 평균 주: 1) 실질임금 기준
자료 : UNCTAD Eora
자료: UNCTAD
2) 2008~17년중(태국, 필리핀은
2016년) 연평균 상승률
3) 66개 신흥국 평균
자료: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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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기업경영 여건
□ 아세안 5국의 기업경영 여건(인프라, 제도적 환경 등)은 주요 신흥국에 비
해 미흡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지연될 경우 향후 아세안 5국으
로의 FDI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최근 연구결과 에 따르면 인프라, 제도적 환경 등과 같은 기업경영 여
건은 GDP 성장률, 1인당 소득, 임금수준 등과 함께 FDI 유입의 주요
결정요인중 하나로 작용
(

)

*

* Nabamita Dutta et al.(2010), Kazunobu
Donaubauer et al.(2015)

등

Hayakawa et al.(2013), Julian

ㅇ 주요 기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동 국가들의 인프라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이 주요 신흥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모습
§ WEF(World Economic Forum)의 인프라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아세안
5국은 중·하위권으로 주요 신흥국에 비해 낮은 수준
*

*

§

도로, 철도, 항공, 해운, 전력, 수도의 6개 부문에 대해 각각 평가. 아세안 5국
의 경우 특히 도로, 철도, 수도시설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글로벌 평균을 하
회하면서 취약한 모습을 보임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 기업경영 관련 제도적 환경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

*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의 주요 내용” 참조

아세안 5국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1)2)

아세안 5국의 Doing Business 평가 결과1)2)

아세안5국 순위 주요신흥국 순위
필리핀 92위 중국 29위
베트남 75위 멕시코 49위
인도네시아 71위 터키 50위
태국 60위 러시아 51위
말레이시아 32위 인도 63위
주 : 1) 전체 140개국 대상
2) 2018년 평가 기준
자료 : WEF

주 : 1) 2018년 기준
2) 좌축은 평가점수, < > 내는 전체 190
개국중 순위를 의미
자료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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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분업체계
약화 등으로 글로벌 해외직접투자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세안
5국으로의 FDI는 유입세가 확대
ㅇ 이는 아세안 5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 무역 연계성이 확대되면서
동아시아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
ㅇ 이 과정에서 아세안 5국이 보유한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FDI가 활발히 유입된 것으로 추정
□ 향후에도 아세안 5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미·중 무역분쟁의 반사
효과 등에 힘입어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이들 국가
로의 FDI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
ㅇ 특히 아세안 5국의 높은 경제성장세 및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역내 내수시장 확보 목적의 FDI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이 역내 분업체계에서 아세안 5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동 국가
들의 내수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관점
에서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
ㅇ 기업의 경우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시 조립·가공을 위한
해외 생산기지 구축 외에 향후 내수시장 확보 측면도 고려할 필요
ㅇ 아울러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이 아세안 5국으로 이전되는 구조전환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의 최종 목적지가 아세안 5국
으로 전환되면서 對중국 중간재 수출 이 對아세안 5국 수출로 대체
*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75.8%를 차지(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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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주요 내용

□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각국(190개국, 2018년 기준)의 기업 경영환경과 관
련된 주요 제도 등을 평가하여 기업환경평가지수(Ease of doing business score)
를 산출(0~100 사이)하고 순위를 발표
ㅇ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전력수급 등 10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점수화
§ 동 평가는 동일한 기준 적용, 전문가에 의한 평가 등으로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고 평가의 신뢰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도시 위주의 평가, 비
공식 부문에 대한 평가 부재 등의 한계도 존재
평가부문
창업
건축
인허가
전력수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기업환경평가의 평가부문 및 주요내용

주요 내용
기업 창업시 공식적으로 요구되
는 절차를 평가
건축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비
용 등을 평가
전력 수급의 효율성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등록
절차에 대한 평가
채권자의 법적 권리와 신용정보
시스템을 평가

자료: World Bank, 정형곤 외(2017)

평가부문
투자자
보호
납세
무역
계약이행
도산

주요 내용
이사진의 부당한 내부거래로부터
주주 보호 정도를 평가
기업의 세금 납부 부담에 대한
평가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비용 등을 평가
각종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효율
성을 평가
기업의 지급불능상황, 도산 등 대
처 효율성을 평가

□ 아세안 5국에 대한 평가(2018년 기준)는 태국(27위), 말레이시아(15위)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69위), 인도네시아(73위), 필리핀(124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위치
ㅇ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태국은 전 부문에서, 말레이시아는 창업을 제외
한 나머지 모든 부문에서 세계 평균을 상회
ㅇ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각각 2개(납세, 도산), 4개(창업, 납세, 무
역, 계약이행), 6개(창업,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무역, 계약이행) 부문
이 세계 평균을 하회
아세안5국 기업환경평가의 부문별 결과1)

주: 1) 2018년 기준
자료: World Bank

2) 190개국 평가점수의 단순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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