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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 및 석탄의 생산과잉 해소를 위한
강력조치 시행
중국은 중국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생산

금번 발표된 의견은 철강업과 석탄업 생산규모

과잉 해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중

를 감축하는 조치로 향후 다른 업종의 생산과잉

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 데에는 중국의 생

해소에도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강업

산과잉 문제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5년간 조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강(粗钢) 생산설비를 1억~1억 5,000만톤 감축하

지난 21일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는 타이어,

는 등 업계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

철강, 태양광 패널 등 중국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

고, 제품품질 향상과 고급제품 공급 확대 등을 통

하는 생산과잉이 세계 제조업 성장을 해치고 있다

해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면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일례로 중

석탄업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3~5년간 5억톤

국산 철강 사용률은 2008년 80%에서 2014년 71%

의 석탄 설비를 퇴출시켜 생산과잉을 해소하겠다

로 하락한 반면, 철강 생산량은 동 기간 동안 5억

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석탄기

1,300만톤에서 8억 1,30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업 간의 합병을 유도하여 3년내에 연산 30만톤 이

중국 정부도 심각한 생산설비 과잉을 해소하기

하의 업체들을 모두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위해 여러 차례 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도 2016년부터 3년간 신규 탄광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3년 5월, 철

허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신규 생산 억제를 위한

강·시멘트·전기알루미늄·판유리·조선 등 5개

조치를 마련하였다.

산업의 생산설비 과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지

중국이 공급측 개혁2)을 추진하며 철강업과 석

침을 담은 지도의견이다. 2013년에 발표된 주요

탄업의 생산과잉 해소 방안을 마련한 것은 두 업

업종의 설비 가동률은 철강 72.0%, 시멘트 73.7%,

종의 과도한 기업 적자가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

전기알루미늄 71.9%, 판유리 73.1%, 조선 75.0%

을 잡기 때문이다. 동 문건 발표를 시작으로 조선,

로 모두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2015년

석유화학 등 다른 생산과잉 업종에도 해소 방안이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동 업종들의 생산규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 감량 목표치 를 발표하는 등 생산과잉 해소를

자료 : 중국 국무원, “关于钢铁(煤炭)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

1)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发展的意见”, 2016.2.1.

강지연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jykang@kiet.re.kr
1)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2014년에는 철강 2,700만톤, 시멘트 4,200
만톤, 판유리 3,500만TEU, 2015년에는 제철 1,500만톤, 제강 1,500만
톤, 시멘트 1억톤, 판유리 2,000만TEU 등 생산규모 감량 목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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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측 개혁이란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시진핑 주
석이 최조로 언급한 개념으로 자원, 노동력,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의
분배 및 활용 시스템을 개혁하여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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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기(電機)메이커 구조조정의 허와 실
- 르네사스 관제(官製) 재편의 사례 르네사스는 NEC의 반도체 자회사인 NEC일렉

2010년 세계 4위의 반도체메이커였던 르네사스

트로닉스와 미쓰비시전기·히다치제작소의 반도

는 2015년에 14위로 위상이 추락하였다. 2015년

체 부문을 통합한 르네사스테크놀러지의 2개사

6월 퇴임한 사쿠다씨의 후임으로 취임한 엔도(遠

가 통합(합병)하여 2010년 4월 출범하였다. 당초

藤)씨는 반도체업계의 세계적인 재편 움직임에

3사의 생산 및 영업거점을 합하면 설비나 인원 면

발맞춰 인피니온 등 해외기업과의 제휴를 적극적

에서 과잉이었으므로 대담한 구조개혁이 필요하

으로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는 엔도사장 취임후

였다. 하지만, NEC출신 초대 사장의 개혁은 그다

6개월도 못가서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았다. 더구나 기록적인

산업혁신기구는 2014년까지 반드시 르네사스의

엔고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까지 겹쳐, 출범 3년

지분 전액(2016년 1월 18일 종가로 9,000억엔)을

간의 적자 누계액은 3,451억엔에 달하였다. 2012

매각해야만 한다. 동 기구는 소니와 대형 수요처

회계연도 말에는 자기자본비율도 10%까지 하락

인 도요타 등 자동차업체에도 르네사스 출자 의사

하였다. 여기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산업혁

를 타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대안

신기구다. 산업혁신기구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기관투자가에 의한 ‘블

의거하여 2009년 7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민·관

록트레이드’이다.

펀드이다. 동 기구는 2013년부터 7년간 예정으

르네사스는 사쿠다 사장 시절부터 자사 주식

로 르네사스에 1,383억엔을 출자하였다. 르네사

의 매각보다는 외자계기업의 매수를 통한 산업

스의 투자지분 구성은 산업혁신기구(주) 69.15%,

재편의 맹주 자리를 꿈꿔왔다. 그러나 극심한

NEC 8.86%, 히다치 7.66%, 미쓰비시전기 6.26%

구조조정의 틈바구니 속에서 르네사스의 성장

등이다. 르네사스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관제(官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

製) 재편이다.

다. 더욱이 관제(官製)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산업혁신기구는 오므론의 전회장인 사쿠다(作

기업재생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다. 특

田)씨를 르네사스의 CEO로 초빙하였다. 그는 종

히 정부의 개입 강화에 대한 우려도 많은 실정

업원 수를 당초 4만 7,000명에서 2015년 3월에는

이다. 관제펀드에 몸을 맡긴 채 구조조정에 나

2만 1,000명으로 줄이고, 채산이 맞지 않는 사업

서는 르네사스는 과연 재편 및 재기에 성공할

에서 신속히 철수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

것인가?

하였다. 그 결과 약 2년만에 동사 발족 후 처음

자료 : 「週刊 東洋經濟」, 2016.1.30.

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매출액면에서

사공 목 |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skmok@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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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실업대책에 2조 6,000억원 투입 결정
지난 1월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고용

로그램은 디지털, 하이테크, 에너지, 치안 서비스,

부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직업 훈련 프로그

건설, 관광 등의 부문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50

램 구성 및 중소기업 채용 보조금에 대한 20억 유

만명의 실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

로 투입이 골자이다.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부문에 약 10억 유로

각종 경제 부양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환경 안정

상당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며 비용은 정부 및

화를 도모하는 프랑스 정부는 해당 정책이 프랑

고용기관, 사회적 파트너 등이 분담한다는 계획

스의 경제 활성화 및 실업률 감축에 기여할 것으

이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채용 보조금 지급이

로 기대하고 있다.

골자이다. 종업원 250명 이하의 기업이 신규 직원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채용 시 1,000~2,000유로를 지급한다. 단, 신규직

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

원에게 최저임금의 1.3배를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면, 지난해 프랑스의 실업률은 10.6%로 사상 최

서 수령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500개의 실습 프

고치를 기록했으며 청년실업률은 25%에 달한다.

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중소

이는 근접국인 독일(4.5%), 영국(5.6%)과 비교할

기업 지원을 통해 향후 5만개의 실습 프로그램을

때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유럽연합 평균인 9.5%

통해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의

예상하고 있다.

원인으로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청년층 구

프랑스 정부는 해당 계획이 실업률 감축에 기

직 활동자 수, 최저임금 수준, 은퇴 연령 및 높은

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프랑스 통계청 역시 2016

수준의 고용 보호(해고절차의 복잡성) 등이 거론

년 중반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 훈련 및 중소기업 채용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실업대책

두되면서 프랑스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

해소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종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고

해당 계획은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지원 등으

용부문 긴급 재정 투입 결정이 향후 어떠한 결과

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가 지정한 미래 산업 및

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과 연계된

자료 : Natixis, L’express, Les Echos, Le Monde, Insee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당 프

강지현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jihyun.kang@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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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 업적호조에도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책 강구 중
세계 자동차업계 글로벌 판매대수 경쟁의 양

동운전 분야의 대두로 대형 자동차부품업체나 구

대 라이벌은 일본 도요타와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굴 등 IT업체까지도 라이벌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다. 폴크스바겐은 작년 9월 이후 미국에서 판매한

대해서도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디젤차량 48만대가 위법적인 방법으로 배기가스
규제를 회피해 왔다는 것이 발각되면서 위기적인

에너지, 환경, 자동운전 문제 등 해결에

상황에 처해있다. 한편, 도요타는 2015회계연도

관심 집중

판매대수가 1,000만대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
였으나 경영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자동운전 등의 새로운

동년 매분기별로 최고이익을 갱신하면서 2년 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요타는 TNGA(도요

속 순이익이 2조엔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

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2가지 점에

TNGA는 부품의 공통화 외에 복수 차종의 전사적

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최적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개별 차종의 차별화/

첫째, 2000년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

고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TNGA전략

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도요타는 당시 실적

1호로 생산된 제품은 2015년 12월 출시된 프리우

호조에 자만한 나머지 생산능력 증가에 매진하다

스이다. 프리우스는 휘발유 1ℓ당 40.8㎞를 주행

가 글로벌 금융위기(리먼쇼크)로 인해 수요가 급

하는 초저연비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다.

감하자 공장가동률이 저하하면서 거액의 손실을
기록한 실패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도요타는 그동안 중지하였던 멕시코, 중
국 등의 해외공장 생산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

둘째, 향후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나 생산대수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에 주력

대한 효율적 대응 필요성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

할 방침이다. 향후 자동운전 기술과 관련하여 AI

다. 도요타는 2050년까지 전세계에서 극히 일부

(인공지능) 분야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

지역을 제외하고 내연기관만을 사용한 자동차는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월 미국 실

생산하지 않을 방침임을 2015년 10월에 천명한

리콘밸리에 AI 관련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바 있다. 그러나 향후 환경 대응 주력차종이 명확

CEO에는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 길 프랫씨를 영

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요타는 하이브리

입하였다.

드차(HV), 플로그인 HV, 연료전지차(ECV), 전기

자료 : 「週刊 東洋經濟」, 2015.12.26~2016.1.2.

자동차(EV)를 폭넓게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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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고 있는 중동 건설 신화
1970년대 한국은 무더위와 싸우며 수많은 중

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금조달이 어려

동 건설신화를 창조했고, 2000년대 고유가 시대

워지면서 GCC 각국 정부는 프로젝트 관리 기관

에 들어 제2의 중동 붐을 맞이했었다. 1966년 이

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 기관

래 중동은 한국 해외 수주 금액의 55%에 달하는

은 정부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소규모 단위로 분

수주텃밭이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

할해 발주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

는 저유가로 2015년 중동 수주액은 2014년 대비

으로 보인다.

47%나 하락한 165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주요

사우디 전력공사(SEC)에서 기획하고 있는 SEC

시장인 GCC 프로젝트 시장이 14년 대비 15% 하

for Projects Development사는 기존에 서구권 컨

락한 1,560억 달러에 그친 탓이다. 9·11 이후, 중

설팅 업체들이 담당하던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포

동 국가들은 서구권에서 역내 투자로 눈을 돌렸

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우디

으나, 다시 역내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아람코사도 관련 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특히 한국 기업들이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

알려졌다. 국제적 회사들과의 합작을 통해 에너

던 토목, 산업설비 분야의 발주가 크게 줄었다.

지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우

MEED 프로젝트에 의하면, 2015년 중동 건설 시

디 정부 부처들에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장 중 가장 침체를 기록한 분야는 건설, 교통, 에

는 취지의 회사이다.

너지 분야로 건설 부문은 2014년 770억 달러에서

이처럼 변화하는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경쟁

27% 감소한 560억 달러, 교통 분야도 27% 감소한

력을 갖추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270억 달러, 에너지 부문은 38% 감소한 180억 달

이 필요하다. 그래도 아직 중동은 개발 여력이 남

러를 기록했다.

아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정정불안이 해소되

문제는 이러한 저유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면 큰 가능성을 보일 이라크나 이집트, 신시장 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공사의 금융 조달 능력이

란, 그리고 엑스포와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우디 재무부

UAE와 카타르도 있다. 시장이 얼어갈수록 발주

장관 이브라힘 알-아사프는 사우디 정부가 불필

사 권한은 커가고, 을의 선택권은 좁아진다. 취업

요한 프로젝트 예산 지출을 삭감하고, 핵심 프로

시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얼어붙을수록 돌파구를

젝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핵심 프로젝

찾는 수밖에는 없다.

트 중 하나인 리야드 메트로 공사 또한 건설 기

자료 : MEED, Arabian Business

간을 연장해 단기 소요 자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

빙현지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anissabing@kiet.re.kr

80

KIET 산업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