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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지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
국들의 빈곤문제의 해결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인도주의적 관점뿐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ODA를 활용하기도 한
다. 한국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 ODA를 공여하여 그 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자국 기업의 진출
을 촉진시켜 주는 용도 중 하나로 ODA를 활용하고 있다. ODA가 수원국의 경
제 및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진출
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Vanguard effect’라고 한다.
실제로 Kimura and Todo(2010)는 공여국이 수원국으로 지원하는 ODA 금
액이 증가할 때 수원국으로의 FDI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본의 ODA
는 이러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Kang et al(2011)은 한국
의 ODA 역시 일본의 ODA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특정 수
원국으로 지원하는 ODA 금액이 증가할 경우, ODA를 지원받은 수원국으로
의 FDI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ODA의 Vanguard
effect가 나타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ODA가 수원국의 인
프라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투자처로서의 비교우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ODA가 생산기지의 비교우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였던 중국의 경우 최근 들어 외국기업
에 대한 우대 축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산업고도화를 통하여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였던 중간
재의 자체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 비용의 상승으
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상품의 조립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약해지고 있다. 즉,
중국의 제조업 평균임금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상승하였
으며, 2009년 이후에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소득격차 해소정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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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상승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산업고도화 정책과 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투자처로서
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IMF(2016)에 따르면 중국이 과거에 수입에 의존
하였던 중간재들을 중국 내에서 자체 생산으로 충당함에 따라 풍부하고 저렴
한 노동력을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대신하여 생산기지로서의 역
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아세안 지역으로 투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한국의 총 ODA 금액은 2011년 이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16년 현재 약 22.5억 달러로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6%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ASEAN 지역은 한국의
ODA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2017년 현재 한국의
총 ODA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
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6개 국가는 중점협력국가로 분류되어 집중적으로 지
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부가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ODA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이들 아세안 지역에 투자를 점점 늘리
고 있음에 주목하여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
화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원국이
생산기지로서 가지고 있는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미비한 인프라
수준을 개선시킴으로써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ODA는 수원국의 생산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생산기지로서 수원
국이 가지는 비교우위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분
석을 통하여 ODA가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서 아세안 지역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ODA가 어떤 채널로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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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의 비교우위 지표를 비롯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통
계분석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제4장에서 분석의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
막으로 제5장에서 본 논문을 결론짓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선진국(N)과 개발도상국(S) 사이에 수직적 특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를 생
산하게 되며, 이렇게 생산된 중간재들은 하나의 최종재로 조립된 후 소비를
위하여 재수출된다. 이 때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에
서 중간재를 생산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기업은  의 단위 비용으로 선진국에서 중간재를 조립하거나  의 단
위 비용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중간재를 조립할 수 있다고 하자. 개발도상국(S)
이 선진국(N)에 비하여 비숙련 노동비용이 저렴함을 고려하여 S국이 N국에
비해 조립공정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선진국의 기업은 노동비용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서 중간재를
생산 및 조립하여 최종재를 소비하는 국가로 재수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직
적 특화가 이루어지고 개도국은 소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s)에 편입된다. 이때, 최종재를 재수출함에 있어 운송비용이 발생하
는데, 중간재를 선진국에서 생산한다면 기업의 운송비는  이, 개발도상국에
서 생산하면  만큼 발생한다고 하자. 따라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중간재
를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할 경우 총생산비용은    만큼 발생하며, 중간재
를 자국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비용은    만큼 발생된다. 만약    가
   보다 작다면, 기업은 중간재의 생산기지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할 것
이다.
여기에서 단위생산비용  과  가 고정일 경우 기업의 입지 선정은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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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Limao and Venables (2001)의 연구에
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운송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국가의 사회기반 시설(infrastructure)의 발전정도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 사이의 운송비용  는 양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의 수준을 나타내며, Limao and
Venables (200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이 향상될수
록 운송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는 사회기반시설과 음의 상관관계를

 .
가진 함수로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DA는 수원국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
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1) 따라서 공여국의 ODA와 수원국의 사회기반
시설 수준의 함수는 아래의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수원국(N)에서 공여국(S)으로 지급되는 ODA이며,
  
  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역비용과 ODA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식 (1)
과 (2)를 서로 결합하여 아래의 식 (3)을 유도할 수 있다. 식 (3)은 ODA와 운
송비용의 관계를 나타낸다.






1) Vijil and Wagner(2012), Cali and Te Velde(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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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공여국(N)이 수원국(S)로의 ODA를 증가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즉,
   인 경우, 위의 식 (3)의 변화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ODA가 증가하면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비용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



 
    

       

이상과 같은 ODA와 운송비용 간의 관계를 앞에서 논의한 기업의 투자결정
이론, 즉 투자처의 결정은 양 국가의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운송비용에 의
해 결정되는 것과 서로 연결시키게 되면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ODA와 생
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 간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의
단위생산비용  과  가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ODA의 증가로 인하여 수
원국의 운송비용  가 감소함으로써(위의 식 (4) 참조) 기업은 중간재 생산 및
조립공정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김으로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절
약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DA는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기업이 개도국으로 진출함으로써
개도국으로의 투자(FDI)가 증가하게 된다. 즉, ODA는 수원국의 인프라 수준
의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투자처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국가 ( cos ),
낮은 무역장벽을 가진 국가(   ), 안정적인 제도( )를
가진 국가일수록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
하여 개도국(S)이 가지는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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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즉, OD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운송비용의 감소를 통한 생산비용의 감소
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그 국가를 보다 매력적인 생산기지 및 투자처로 만
  cos 
  ).
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Ⅲ. 분석자료 및 모형

이제 위에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하에 ODA가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와 분석 모형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본 논문의 핵심변수인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는 임금을 비롯
한 생산비용, 인프라 수준, 관세 등의 무역비용 및 그 국가의 경제수준 등 다
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우위
를 산출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하기 어려운
요소들의 변화를 드러난(revealed)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각 국가가 생산
기지로서 가지는 비교우위 지수를 추정할 것이다.
우선 개발도상국이 생산기지로 활용되는 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출주도형 개발도상국들은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비용을 활용
하여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한다. 이 때, 개발도상국들은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 및 중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수입한 자본재와 중간재
를 최종재화로 조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제적 분업구조에 참여하게 된다. 따
라서 개발도상국이 특정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 비중이 특별하게 높다는 것은
이 국가가 특정 중간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중간재 수입의 상대적인 비중
변화를 통하여 생산기지의 비교우위지수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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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것이다. 중간재 수입의 상대적인 비중변화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지
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Balassa(1965)의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Vollrath(1991)의 수입비교우위(RMA; Relative
Import Advantage)를 사용하였다.
RMA지수는 전 세계 수입에서 특정국()의 수입비중과 전 세계 특정 중간
재의() 수입에서 특정국()의 특정 품목()의 비중의 비율로 식 (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Min
Mn
R MAin    
Miw Mw

이 때  은 국가의 제품에 대한 중간재 수입량을,  은 제품에 대
한 전 세계 중간재 수입량을 나타내며,  은 국의 전체 중간재 수입량을 그
리고  은 전 세계 중간재 수입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 는 중간재
 의 전 세계의 총 수입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즉  /
가 높을수록 국이 중간재 의 수입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중간재를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에 있어서 국이 가진 비
교우위를 현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 는 전 세계의 모든 제
품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특정국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에서 중간재 의 RMA 지수가 높다는 것은 국이 중간재 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
하여 높음을 의미하며, 국이 중간재 의 수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
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개발도상국들은 중간재
를 수입하여 이를 조립 후 최종재를 생산함으로써 국제 분업구조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제품의 RMA가 높다는 것은 국이 수입하는 중간재 
가 수출산업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크고, 국이 중간재 를 사용하는 산업에
서 생산기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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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RMA 지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로서 RMA
지수가 증가하였음은 특정 중간재를 사용하는 산업에서 국가의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거나, 무역장벽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베트남은 전자기기 부품을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비용 및 거래비용과 같은 환경이 다른 중간재를 사용하는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의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
가 높아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RMA지수는 드러난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RMA지수는 순수한 생산기지의 비교우위 변
화뿐 아니라 수입 품목의 대체현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초기 발전단계를 벗어나면 국내 산업은
고도화되며 수입에 의존하였던 자본재와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게 되며, 그 결
과 기존의 수입품들은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수입대체 현상이 발생한다. 즉 개
발도상국이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품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높
아질수록 개발도상국이 생산기지로서 가지는 위치가 줄어든다.
즉, 국의 RMA지수는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좋아져도 증가하지만,
수입대체현상이 감소하여도 증가하기 때문에, 국의 RMA지수의 증가를 그
대로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증가한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만약 국가
의 수입대체효과로 인하여 RMA 증가한 것이라면, 그 국가의 RMA지수가 생
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수입대체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RMA 증가만큼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Balassa(1965)의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사용하였다. Balassa(1965)의
RCA는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특정 품목 가 자치하는 비중에서 동 품목을 
국이 수출하는 비중으로 표현되며, 특정 품목에 대해 RCA지수가 높아지면
해당 품목 생산에 있어 특정국의 비교우위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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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은 국의 품목 수출액,  은 국의 수출 총액,  는 품목
의 전세계 수출액,  는 전세계의 수출 총액을 나타낸다. RCA지수는 수출액
의 상대적 변화를 통하여 해당 중간재에 대한 국의 생산경쟁력 변화를 측정
하며, 이는 동시에 그 제품의 대한 국의 수입대체 능력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100% 수
출에 특화하거나 100% 수입에 특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품
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한다. 이러한 관계를 활용
하여 RCA 변화가 국내 생산 경쟁력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이를 수
입대체 능력의 변화를 추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즉, 각 국가의 R MA 는 중간재를 사용하는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가 상승
하거나, 수입대체가 감소할 경우( 가 하락할 경우) 증가한다. 따라서 
국의 RMA 변화에 국의 수입대체 경쟁력의 변화를 반영한 RCA 지수를 더
해주면 개념적으로는 RMA의 변화 중에서 수입대체 경쟁력의 상승부분을 제
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순수한 생산기지의 비교우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생산기지비교우위지수(RRCA;
Revealed Regional Comparative Advantage)로 정의하고 생산기지의 비교우
위를 측정하는 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RRCA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7)
과 같다.






n



  R MAin  RCAin
 
 
         
 



(7)

이와 같이 산출한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이용하여 본 논문은 동남아시
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ODA 수원국 30개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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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 생산기지 비교우위지수 계산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UN Comtrade
HS 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수출, 수입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업별 RMA와
RCA 지수를 구하였다. 각 국가의 산업별 RMA 및 RCA지수를 구한 다음, 식
(7)을 통하여 산업별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 )를 산출하였다.2)
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기지 비교우위를 추정하는 방법은 해당국가
의 임금, 물가, 인프라, 제도 등 국내의 다양한 환경뿐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
의 환경 변화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국제
분업구조 내에서 중간재를 수입가공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
는 나라일수록 이와 같은 지표는 관찰하기 어려운 생산환경의 변화를 무역 데
이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RRCA지수가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잘 대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록]을 통하여 국가 및 부품별로 RRCA지수의 추이를 확
인해보았다. 부록의 그림들은 중국과 중국을 대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들의(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연도별 RRCA지수의 추이와 함
께 주요 제품들의 연도별 RRCA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RRCA지수는 그동안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중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생산기지의 역할보다는 중간재를
자체조달하는 방식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를 축소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기지로
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들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 국가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3) 이는 RRCA 지수가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2)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활발히 연결되어 있는 7개의 산업을 대상
으로 산업별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구하였다. 7개 산업은 선박 및 부품, 철도 및 부품, 자동
차 및 부품, 전자 및 부품, 철강, 화학, 비철강 산업이다.
3) 특히 RRCA지수가 높은 비금속 제품,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의 경우 중국의 생산기
지 지수 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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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지수는 아니지만 실증분석을 위한 대용변수로서 사용하기엔 큰 무리
가 없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핵심 변수인 ODA는 OECD CRS 데이터베이스(Credit
Reporting System Database)를 통하여 구하였으며, 유상 및 무상원조의 구분
없이 모든 공여국 및 모든 기관으로부터 수원국에 지원된 지불액 자료를 활용
하였다. 또한 ODA 중에서도 수원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를 따로 분류하여 AfT가 미치는 효과
역시 추정하였다.4)5)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World
Bank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GDP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수원국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 및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해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노동생산성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특
정 국가의 제도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표 1> 변수의 설명 및 출처, 기초통계량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RCA

UN Comtrade

AfT total

OECD CRS

AfT Infra
Independent
Variable

Source

GDP per capita

World Bank

GDP

World Bank

Labor Productivity

ILO

Tariff

World Bank
Transparency
International data

Transparency index

4) OECD CRS에 따르면 AfT는 인프라 개선을 위한 AfT(Aid for Infrastructure), 생산기설 개선
을 위한 AfT(Aid for Product capacity), 무역 정책개선을 위한 AfT(Aid for Trade policy)로
나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3가지 AfT 중에서 어떠한 종류의 AfT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추가
적으로 분석하였다
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AfT의 증가가 당해 연도의 생산기지 비교우위에 즉각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도 일정한 시차
를 두어 t-1기의 AfT가 생산기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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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투명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수원국의 제조업 평균 관세율
데이터와 수원국의 기초 교육 등록자 수 데이터를 World Bank WDI에서 추
출하여 활용하였다. 각 변수의 설명 및 출처는 아래의 <표 1>에,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n(RRCA)

324

0.855

0.498

-0.236

2.952

ln(AfT total)

305

5.100

1.498

-0.670

8.083

ln(AfT infra)

305

4.252

1.934

-2.204

7.733

ln(GDP)

341

25.698

1.773

22.104

29.883

ln(LaborProd)

341

9.061

1.358

6.670

12.478

ln(Tariff)

303

1.756

0.638

0.049

5.017

이제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ODA가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증모형은 아래의 식 (8)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는 국가 별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 )이다. 국가별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는 식 (7)을 통하여 구한 7개의 산업에 대한 RRCA 지수( )를 평
균화하여 산출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가정은 수원국은 ODA를 통하
여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ODA 외에도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은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와 ODA와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
기 위해서 생산기지 비교우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모형에 반
영하여 적절히 통제해 주었다. 먼저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는 수출과 수입
데이터를 통해 산출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전반적인 경제수준 및 소득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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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ODA가 생산기지 비교우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별 GDP( )를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6)
또한 생산기지 비교우위는 특정 국가의 노동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 특정국의 전반적인 노동 비용이 높으면 노동집약적 공정의 비교우위를 활
용하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노동 비용은 해당
국가 국민의 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7) 개발도상국이 대다수인 ODA 수원
국은 국민소득의 원천이 대부분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통해 수원
국의 전반적인 노동비용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1인당 GDP(  )
를 모형에 반영하여 노동비용이 생산기지 비교우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였다.
또한 생산기지 비교우위는 경제수준, 노동비용과 더불어 특정 국가의 제도
적 수준, 물가, 관세 및 운송비용,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Lederman et al. (2010)에서는 수원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ODA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인 물가( ),
관세( )뿐 아니라 수원국의 제도적 투명성 정도( )와 전반적인
교육수준( ) 또한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IV. 분석 결과

1. ODA가 생산기지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 3>은 앞의 식 (8)을 고정효과추정(Fixed Effects)을 사용하여 수원국이
6) Randolph et al(1996), Canning(1998), Esfahani and Ramirez(2003), Fay and Yepes(2003)
7) 지만수(2017)에서는 중국의 장기 고도성장으로 인해 1인당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노동집약적 조립, 가공 산업의 글로벌 생산기로서 중국
의 비교우위가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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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전체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의 비교우위(RRCA)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한 결과이다.8) 표의 제 (1)열에서 보듯이 ODA의 계수값은 0.102로 양
(+)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이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ODA는 수원국의 무역 촉진뿐 아니라 빈곤퇴치, 교
육 및 위생시설의 향상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OECD CRS Database에 따르면 2016년 전체 ODA에서 인도적
인 지원과 부채탕감을 위하여 공여되는 금액이 전체 ODA의 약 15%를 차지
하고 있으며, 교육 및 위생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공여되
는 금액은 전체 ODA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9) 특히 인도적인 관점에서
ODA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수원국의 인도
적 지원 및 부채탕감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목적, 즉 경제적 사회기반시설을 위하여 제공되는 ODA만을
따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ODA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ODA 중에
서도 수원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원조(Aid for
Trade ; AfT)를 대상으로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3>의 (2)∼(5)열에서는 AfT의 채널별로 AfT가 생산기지 비교우위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2)열은 총 AfT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다. AfT 계수는 0.076이며 오차범위 1% 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원국이 제공받는 AfT가 10% 증가할 때,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가 0.76% 증가함을 의미하며 원조 중에서도 무역의 촉진이라는 목적하에
지원되는 원조일수록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8) <표 3>은 분석대상이 되는 7개 산업의 RRCA를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9) http://devinit.org/wp-content/uploads/2018/06/GHA-Report-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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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DA가 생산기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1)

ODA (t-1)

(2)

(3)

(4)

(5)

0.102
(0.108)
0.076***
(0.030)

AfT total (t-1)

0.053***
(0.021)

AfT infra (t-1)
AfT
production
(t-1)
AfT policy
(t-1)

0.025
(0.032)
-0.001
(0.022)

GDP per
capita

-2.855***
(0.772)

-2.560***
(0.715)

-2.527***
(0.851)

-2.685***
(0.795)

-1.099
(0.881)

GDP

2.908***
(0.765)

2.114***
(0.566)

2.089***
(0.830)

2.625***
(0.759)

1.429***
(0.696)

Labor
productivity

0.358*
(0.198)

0.381***
(0.201)

0.396***
(0.164)

0.386*
(0.208)

0.269
(0.236)

Tariff

-0.058
(0.068)

-0.014
(0.069)

-0.021
(0.085)

-0.044
(0.072)

-0.045
(0.059)

Transparency

-0.223
(0.277)

0.011
(0.232)

0.056
(0.281)

-0.183
(0.288)

-0.202
(0.354)

주: 1) *,**,***는 10%, 5%,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냄.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다음으로 어떠한 채널을 통하여 원조의 효과가 전달되는지 분석을 위하여,
AfT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OECD CRS는 AfT
를 수원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AfT,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AfT, 무역정책
개선을 위한 AfT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AfT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역시 AfT를 이와 같이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도 AfT를 이상과 같은 3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 3>의 (3)열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AfT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
다.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인프라 개선을 위한 AfT’는 수원국의 생산
기지 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fT의 계수 값은
0.05이며 오차범위 1% 내에서 유의한 모습을 띠고 있다. 반면 (4)열과 (5)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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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을 위한 AfT’와 ‘무역정책 개선을 위한 AfT’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
은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산시설을 위한 AfT의 효과는 양의 값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또한 무역정책의 개선을 위한
AfT 역시 계수 값의 크기와 유의성 모두 매우 낮다.
이와 같이 AfT 중에서도 수원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AfT는 생산기지로
서의 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역정책, 생산시설의 개선
을 위한 AfT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ODA를 지원함으로써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의 확보는 주로 수원국
의 인프라 개선의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AfT가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인프라
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채널로 작용한다는 Vijil and Wagner(2012), Ferro et
al(2014)의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를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들 국가들의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최우선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ODA가 생산기지로서의 활용
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은 생산기지로서
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
상국들의 생산네트워크 참여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 Coe et al.(1997)과 Keller(2004)는 개발도상국이 중간재를 수입하고 이를
최종재로 수출하는 생산과정을 통하여 선진국의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효과
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AfT는 개발도상국들의 생산기지
이전의 비교우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술이전 효과를 통하여 개발도상
국들에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공여국의 특성에 따른 효과

이제 공여국을 ODA 배분 성향에 따라 구분하여 AfT가 수원국의 생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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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우위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공여국의 구분은 Berthelemy
(2006)의 연구결과에 따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여 ODA를 할당하는
국가로 일본과 미국을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의 ODA는 일본의 ODA와 유사
한 성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10) 한국의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서도 우
리의 경제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한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11) 한국 역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여 ODA를 할당하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또한
Berthelemy(2006)와 박복영 외(2013)의 연구결과에 따라 스웨덴, 핀란드, 덴
마크를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ODA를 지원하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이
와 같이 공여국을 분류한 다음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가들의 AfT와
‘인도주의를 우선’시 하는 국가들의 AfT가 수원국의 생산기지의 비교우위 지
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표 4>의 (1)열은 한국, 일본, 미국 등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가들의 ODA가 생산기지 비교우위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2)열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우선시 하는 국가들의 ODA가 수원국의 생산
기지 비교우위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가들의 AfT계수는 0.16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우선시
하는 국가에서 AfT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ODA를 통해서 수원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공여국의 기업에 수원국의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줌과 동시에
공여국의 기업이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투자위험 및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줌
으로써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Kimura and Todo(2010), Kang et al.(2011)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일본과 한
국의 ODA는 위와 같은‘Vanguard effect’를 보여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
인시켜 준다.
10) Kang et al.(2011)
11) 박복영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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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fT가 생산기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공여국의 특성에 따른 분류)
(1)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
0.168***
(0.024)
-2.245***
(0.817)
2.420***
(0.891)
0.191*
(0.91)
-0.049
(0.058)
0.119
(0.184)

AfT infra (t-1)
GDP per capita
GDP
Labor productivity
Tariff
Transparency

주: 1) *,**,***는 10%, 5%,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냄.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2)
인도주의적 국가
0.029
(0.024)
-2.419***
(0.917)
2.308***
(0.671)
0.149
(0.152)
-0.021
(0.049)
0.031
(0.39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ODA가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
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ODA가 수
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어떻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론적인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본 논문은 ODA로 인하여 수원국의 인프
라 시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ODA를 통하여 수원국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이로 인하여 운송비용의 감소가 이루어져 수원국의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가 증가함으로써 개발도상
국의 중간재 및 조립을 담당하는 과정의 특화과정이 심화되어 중간재 및 조립
과정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ODA는 개발도상국과 수원국
간에 GVC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
위가 좋아짐을 보여주었다.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는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 제도적 환경, 노동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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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다수의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 생산기지 비
교우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지만수(2017)
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각 국가 및 산업별 중간재 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생
산기지 비교우위지수(RRCA)를 먼저 구한 다음, ODA가 수원국의 RRCA지수
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DA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에 양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ODA가 수원국의 무역 촉진뿐 아니라 빈곤퇴치, 교육 및 위생시설의 향
상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AfT에 한정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 AfT와 인프라 개
선을 위한 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ODA 공여국을
한국, 일본, 미국 등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 하는 국가와 북유럽의 국가
들처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ODA를 배분하는 국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논문은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ODA가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
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 글로벌 생산네트
워크에서 생산기지의 역할보다는 중간재를 자체조달하는 방식을 통해 산업고
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ODA를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뿐 아니라 국내의 경제적인 이득까
지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은 ODA로 인한 수원국의 생산기
지 활용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ODA 중에서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AfT의 지원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의 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값을 나타내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
제적 협력을 우선시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지 비교우위 증가 효과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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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ODA를 통해 공여국의 기업에 수
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들어 선진국 내부에서도 국제사
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ODA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OD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성장뿐 아니라 자국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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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주요국의 RRCA 6개년(2011-2016년) 추가? 추이

자료: UN Comtrade data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표 2> 산업별 RRCA 6개년 추이

자료: UN Comtrade data를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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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주요 국가의 부품별 RRCA
[전자기기와 그 부품 (HS85)]

자료: UN Comtrade data를 기초로 저자 작성.
[비금속제품 (HS 83)]

자료: UN Comtrade data를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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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부분품 (HS 87)]

자료: UN Comtrade data를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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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DA on Comparative Advantage of
*
Production Base

JunYun Kim , Hongshik Lee
**

***

Using the ODA data from 2006 to 2016, this paper analyzes how ODA
affects the comparative advantage as production base. Since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a production base is determin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economic,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labor cost of a country,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measure the comparative advantage as a
production base by reflecting all those factors. In this paper, we obtain
RRCA index to measure comparative advantage as a production base by
using the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for each country at industry-level.
Then,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ODA on the RRCA index of the
recipient countries. Our paper shows that ODA play a role of increasing
the comparative advantage as a production base of the recipient country,
confirming that ODA can increase the utilization as a production base.
Considering the fact that China is promoting industrial advancement
through the way of producing intermediate goods by themselves r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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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 act as the role of production base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our result provides a implication to ODA policy in Korean
government.
Keyword: ODA, Comparative Advantage, Aid for Trade (AfT)
JEL classification : 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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