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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ICS 정상회의 개요

지난 3월 26~27일 제5차 BRICS 정상회의가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개최

●  이번 회의는 『BRICS와 아프리카-개발, 통합, 산업화를 위한 파트너십(BRICS and Africa-

Partnership for development, Integration and Industrialization)』라는 주제로 최초

로 아프리카에서 개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만모

한 싱 인도 총리,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 등 BRICS 5개국 정상들이 참석

-  지난해 인도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BRICS 개발은행’ 설립,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

한 예비기금을 설치하는 문제, BRICS 회원국간 무역 확대를 위해 자체 통화를 이용한 결제를 

늘리는 방안 및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문제 등이 논의

BRICS 정상회의 : 

●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BRICs)은 미국 및 유럽 등 서구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2009년 6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Yekaterinburg)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

●  이후 브라질, 중국, 인도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회원국간 공조를 모색해옴

●  남아공이 2011년 제3차 회의부터 가입하면서 BRICS로 표기

BRICS	정상회의	내용과	시사점Ⅰ

< BRICS 주요 경제지표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인 구(백만명) 195  142 1,207 1,347 51

GDP(억달러) 24,929 18,504 18,268 72,981 4,087

1인당 GDP(달러) 12,789 12,993 1,514 5,417 8,078

한국의 

對해당국

(억 달러)

수     출 102.8 110.9 119.2 1,343.2 21.8

수     입 60.9 113.5 69.2 807.9 21.3

무역수지 42.0 -2.6 50.1 535.4 0.6

주 : 인구 및 GDP는 2011년 기준, 나머지는 2012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IMF, Global Insight,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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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ICS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성과

BRICS 개발은행 설립 및 긴급협의기금 (Currency stabilization fund)추진 

●  기대를 모았던 BRICS 개발은행 출범에는 실패하였으나 BRICS 5개국이 1,000억 달러(약 110조 

원)를 출자해 긴급협의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

✽ BRICS 개발은행은 개도국의 장기 기반시설투자자금과 외국인직접투자 부족문제 해소를 목적

-  BRICS 정상들은 최종 합의문에 BRICS 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BRICS 개발은행 설립이 늦춰지는 것은 국가별 출연규모나 은행 운영원칙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그동안 동 은행은 각 회원국이 100억 달러씩 출연해 500억 달러의 기금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관측되어 왔음

-  한편, BRICS 국가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외환보유풀 형태의 긴급

협의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9월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가장 많은 410억 달러를 출자하고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3국은 각각 180억 

달러, 남아공은 50억 달러를 출자할 계획임

-  긴급협의기금이 출범할 경우 BRICS 국가 및 신흥국에게 국제통화기금(IMF)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1945년 설립 당시 자본금 100억 달러로 출발했으며 2012년 9월 기준 자본금은 2,380억 달러임

BRICS 기업위원회(BRICS Business Council) 출범 

●  BRICS 5개국의 유력 기업인 5명씩으로 구성되며, 회원국 내 기업들의 상호 투자와 교역 부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BRICS 기업위원회는 연 2회 개최되며 정상회의 개최국 소속 기업인이 순번제로 의장을 맡기

로 함

✽ 초대 위원장에는 남아공 광업계 거물인 패트리스 모체체 아프리카레인보미네랄 회장이 선임

- BRICS 기업위원회는 회원국간 경제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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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의 및 시사점

신흥 경제대국 BRICS의 영향력 확대

●  BRICS 개발은행 출범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질서에 불만을 표출

하고 신흥 경제대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  BRICS는 신흥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인구의 43%, 외환 보유액의 33%, 국내총생산(GDP)의 20.4%를 차지하고도 그동안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금융계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음

-  BRICS 개발은행과 긴급협의기금이 출범할 경우 세계은행(WB) 및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변되는 국제 금융질서에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시진핑 국가주석은 BRICS 정상회의에서 미국·유럽 중심의 세계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

BRICS와 아프리카 협력 강화

●  BRICS 정상들은 ‘BRICS 정상-아프리카 대화포럼’에 참석하여 아프리카 정상들과 BRICS- 

아프리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포럼에는 아프리카연합(AU) 순회 의장이자 에티오피아 총리인 하일레마리암 데살렌을 비롯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의장을 겸하는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AU 기구인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NEPAD) 의장인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등이 참석

●  BRICS 정상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을 약속

-  중국은 탄자니아에 100억 달러(약 11조 원) 항구개발 투자를 비롯해 향후 3년간 200억 달러의 

차관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할 예정

-  러시아는 탄자니아·잠비아·모잠비크 등 3개국에 총 2억 6,360만 달러 규모의 채무를 탕감

해주기로 함

BRICS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과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앞둔 3월 22일 첫 해외순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천연 

가스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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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80억 ㎥의 천연가스를 2018년부터 30년간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현재 연간 1,500만 톤 수준에서 3,10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함

●  중국과 브라질은 300억 달러(약 33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  양국간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이 가능하며 양국 합의에 따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협정 체결

● 중국개발은행은 남아공에 50억 달러의 차관 제공

-  중국은 남아공 물류 운송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에 차관을 제공하고 트랜스넷은 이를 통해 

노후화된 철로 인프라 개선작업에 착수 예정

BRICS의 성장과 협력으로 세계 무역패턴의 변화 전망

● BRICS국가간의 협력 강화로 역내 무역도 크게 증가할 전망

- 지난 10년간 BRICS 역내 무역규모는 약 10배 증가 (연평균 26.5%)

✽ BRICS 역내무역 규모 : 263.9억 달러(2002년) → 2,765억 달러(2012년)

-  선진국 시장의 경기침체와 신흥국 시장 내 소득증가로 BRICS 국가간 역내 무역은 더욱 확대 

되어 향후 세계 무역패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

<BRICS 역내 무역량 변화> <BRICS의 對BRICS 수출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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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월 우리나라의 對BRICs 수출입 현황

2월 수출입 설연휴로 감소, 무역수지 흑자 확대

●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2.5일)로 인해 對BRICs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1% 감소한 

129.8억 달러

- 중국과 브라질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인도와 러시아로의 수출은 증가

✽ 2월 對BRICs 수출증가율 : 브라질(-50.5%), 러시아(5.2%), 인도(3.8%), 중국(-1.0%)

-  특히 브라질의 경우 기저효과 뿐만 아니라 전년동월 대비 자동차(-72.0%), 건설광산기계

(-40.8%)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도 둔화

●  인도를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감소하여 對BRICs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2.0% 감소한 72.4억 달러

✽ 2월 對BRICs 수입증가율 : 브라질(-43.1%), 러시아(19.8%), 인도(16.2%), 중국(-9.7%)

●  2월 對BRICs 흑자규모는 57.3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흑자의 283.3%를 차지

✽ 2월 對BRICs 무역수지(억 달러) : 브라질(2.6), 러시아(1.9), 인도(4.0), 중국(48.8)

<우리나라의 對BRICs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년월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2004 57,519 22.7 41.1 37,302 16.6 36.7 20,217 68.8

2005 72,788 25.6 26.5 47,198 18.1 26.5 25,590 110.4

2006 83,235 25.6 14.4 59,477 19.2 26.0 23,757 147.7

2007 100,160 27.0 20.3 77,423 21.7 30.2 22,737 155.3

2008 116,040 27.5 15.9 96,232 22.1 24.3 19,808 -

2009 104,222 28.7 -10.2 67,920 21.0 -29.4 36,302 89.7

2010 143,785 30.8 38.0 91,860 21.6 35.2 51,925 126.1

2011 168,965 30.4 17.5 111,521 21.3 21.4 57,444 186.5

2012 167,628 30.6 -0.8 105,145 20.2 -5.7 62,483 220.9

2013(누적) 26,939 30.6 4.4 16,733 19.6 -3.3 10,206 405.0

1월 13,964 30.6 15.2 9,492 21.0 4.6 4,471 901.4

2월 12,975 30.6 -5.1 7,241 18.0 -12.0 5,734 283.3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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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과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판 등이  

주요 수출품목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감소와 해외생산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32.4%), 석유제품

(-11.5%) 등이 감소한 반면 전자응용기기(104.8%), 석유화학중간원료(74.4%), 무선통신기기

(29.7%), 자동차부품(11.1%) 등의 수출이 증가

-  스마트폰 및 전자응용기기의 수출과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지 공장 

증설로 인한 자동차부품 수출도 증가

✽ 현대차의 중국(40만 대 규모), 브라질(15만 대 규모) 공장 증설로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

<2월 우리나라의 對BRICs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12,975 -5.1 총계 7,241 -12.0

1 반도체 1,442 3.6 컴퓨터 464 -5.7

2 평판디스플레이 1,430 -8.0 반도체 457 -4.5

3 석유제품 833 -11.5 원유 348 6.9

4 자동차부품 802 11.1 석유제품 333 -3.9

5 합성수지 730 5.3 철강판 282 -31.9

6 석유화학중간원료 607 74.4 평판디스플레이 255 -12.9

7 전자응용기기 499 104.8 정전기기 235 -16.1

8 자동차 477 -32.4 정밀화학원료 212 -11.0

9 무선통신기기 459 29.7 의류 191 17.0

10 기초유분 415 47.7 기구부품 148 3.9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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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BRICsⅡ

브라질

○ 원자재 수출감소로 2월 수출증가율 큰 폭으로 감소 (-13.6%)

○ 소매판매는 소폭 증가한 반면 산업생산 증가율은 감소세 전환

○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러시아

○ 수출과 투자 등 실물경제 부진으로 2월 GDP 성장률 둔화

✽ 2월 GDP증가율 0.1%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증가율 기록

○ 소비자물가 7.3%로 상승세 지속 (전월대비 0.2%p 상승)

인   도

○ 2013년 1월 산업생산 2.4%로 증가세로 전환

○ 2월 수출 4.2% 증가, 수입 2.7% 증가 

○ 2월 도매물가상승률 6.84%로 소폭 상승, 7.5%로 금리 인하 단행

중   국

○ 2월 춘절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수출 대폭 증가

✽ 수출 21.8%, 수입 -15.2%, 무역수지 153억 흑자

○ 인프라관련 투자수요 증가로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지속
   
○ 소비자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증대

중국과 인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반면, 브라질, 러시아 경제는 부진 지속

 

●  특히 춘절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Monthly Report BRICs INSIDE

Monthly Report BRICs INSIDE8

브라질Ⅲ

1. 경제 동향

원자재 수출감소로 2월 수출증가율 큰 폭으로 감소

●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29.7%)과 중국(-3.1%)으로의 원자재 수출 감소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155억 달러 기록

-  유형별로는 소비재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2.7% 상승한 반면,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이 각각 

52.5%, 35.6% 감소하면서 총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

✽ 소비재의 경우 비내구재 수출은 6.5% 증가한 반면 내구재 수출은 10.8% 감소

-  품목별로는 옥수수(798.4%), 육류(51.3%) 등 농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원유

(-69.5%), 석유(-38.6%), 콩(-26.5%)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

● 2월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한 168억 달러로 1월(14.7%)에 비해 둔화

-  천연가스(748.8%), 원유(54.3%) 등 원자재 수입(30.2%)이 증가한 반면, 소비재 수입

(-11.2%)은 감소. 특히 내구소비재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22.3% 감소

✽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노르웨이에서 천연가스 약 3억 달러 수입

● 수출의 감소로 2월 무역수지는 -12.8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적자 기록

<수출입 증가율> <2월 對주요국 수출입 비중 및 증가율>

자료: CEIC,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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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수출 상대국 비중 증가율 수입 상대국 비중 증가율

1 중국 13.6 -3.1 중국 17.0 8.4

2 미국 10.2 -29.7 미국 14.8 6.5

3 아르헨티나 8.3 -24.2 아르헨티나 8.5 50.9

4 네덜란드 6.4 -32.3 독일 6.3 -5.5

5 일본 3.7 29.0 한국 4.1 -11.2

6 한국 3.4 101.0 이탈리아 2.9 5.5

7 독일 2.8 -26.3 프랑스 2.9 -4.4

8 인도 2.5 -28.3 일본 2.6 -35.4

9 이탈리아 2.2 -20.0 볼리비아 2.0 61.8

10 칠레 2.1 19.6 나이지리아 2.0 -27.6

세계 100.0 -13.7 세계 10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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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산업생산 증가율 다시 감소세 전환

●  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3.2%로 1월(5.7%)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 전월 대비로는 2.5% 감소하여 12월 이후 지속되던 증가세가 꺾임

- 특히 의약품(-10.8%), 자동차(-9.1%), 가구(-9.9%) 등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 

●  유형별로는 소비재와 중간재 생산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5.0%, 4.4% 감소하였으며 자본재  

생산도 1월(17.3%)에 비해 둔화  

1월 소매판매 증가율 소폭 반등

● 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5.9%로 12월(5.0%)에 비해 소폭 증가

-  컴퓨터·통신장비, 개인용품, 의약품 등의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각각 8.8%, 13.9%, 10.4% 

증가하면서 소매판매 증가율 상승을 견인

- 자동차와 건자재 판매도 전년동월 대비 각각 8.1%, 11.6% 증가하면서 상승세 지속

✽ 자동차와 건자재 판매가 포함된 확장된(extended)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7.1% 증가

● 전월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0.6%로 12월(-0.5%)에 비해 상승 전환

- 전월대비로는 컴퓨터·통신장비가 18.5% 증가한 반면 자동차 판매는 1.2% 감소

<산업생산 증가율> <2월 유형별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브라질국립통계원(IB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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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하여 7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식품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12.5% 상승한 반면 주거비용은 2.9% 상승에 그치면서 1월(6.4%)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

-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하여 1월 0.9%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블룸버그의 전망치 0.5%를 

상회

● 2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7.7% 증가하여 상승세 지속

● 경제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

-  하지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통화 강세가 더욱 강화되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 발생 우려

✽ 2013년 3월 현재 기준금리는 7.25%로 사상 최저수준

<소매판매 증가율> <주요 품목별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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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실업률, 2002년 이래 최저 수준 유지

● 2월 실업률은 5.6%로 1월 5.4%에 이어 2002년 이래 최저수준을 유지

✽  실업률은 2003년(12.3%) 최고치를 기록하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10% 이하로  감소하여 2009년 8.1%, 2010년 

6.7%에 이어 2011년에는 6%, 2012년에는 5.5%까지 떨어져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2월 신규고용은 12만 3,446명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9만 5,000명을 넘어섰지만 전년동월 

15만 600명과 비교하여 약 18% 감소

● 경제회복과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가 고용의 변수가 될 전망

-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월드컵 개최 특수 등을 고려해 2013년 신규고용 목표를 200만 명으로 

정함

✽ 올해 경제성장률이 4%일 경우 130만 명, 성장률이 3%를 밑돌 경우 97만 명의 신규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자료: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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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정보 및 이슈

선적지연과 파업으로 국제 대두 공급 차질 우려

●  브라질은 미국을 제치고 옥수수와 대두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선적  

지연과 운송에 대한 규제 강화로 콩 공급 차질

- 전체 교역의 25%를 담당하는 Santos항의 경우, 선적 지연이 51일이 걸릴 정도로 과부하

- 화물차 운전수의 복지를 위한 규제는 화물 운송비용을 상승시킴

✽  브라질은 최근 화물차 운전수가 하루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

● 부두 노동자의 항만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공급 차질 심화

-  브라질 노동조합은 정부의 항만시설 민영화에 반대하며 24시간의 경고 파업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에 의한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국적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경고 

● 브라질의 대두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 

-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3개월간 대두 가격은 부셸(27.2Kg)당 약 62% 상승

- 바이어들은 브라질의 선적 및 탁송지연으로 인한 우려로 웃돈을 주고 미국산 대두를 구입

브라질, 추가 부양조치 발표

●  호세프 대통령은 2013~2014년 기술혁신 분야에 329억 헤알(약 18조 950억 원)을 투자하는 

‘플라노 이노바 엠프레자(Plano Inova Empresa)’를 발표

✽ 2011년 초 출범한 호세프 대통령 정부에서 경기부양 조치는 같은 해 8월 이래 이번까지 15번째임

-  호세프 대통령은 기술혁신을 전담할 국영회사 ‘브라질 산업 연구·혁신 공사(Embrapii)’를  

설립하고 기술혁신 투자는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출자와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개발

기금 등으로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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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논의 확산

●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을 위해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감세를 연장하고 디젤과 에탄올

에 부과되는 세금을 리터당 0.08~0.1달러 삭감할 예정

-  경차의 경우 2%(감세 전 3.5%), 2000cc 이하 차량의 경우 7%(감세 전 9%), 2000cc 초과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세 없이 25%의 세금 부과, 트럭은 면세

- 에탄올의 경우 ㎥당 120헤알의 조세부담을 25헤알로 낮출 예정(80% 감세)

-  연료세율 인하의 주요 배경은 2013년 1월 0.75% 상승했던 대중교통 요금을 안정시키는 등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함

●  그러나 감세조치로 인한 세원 부족으로 재정부담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감세조치로 2013년 말까지 약 22억 헤알(1조 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

피치(Fitch), 브라질에 신용등급 강등 경고

●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社는 브라질의 경제성장 둔화와 높은 국가 부채비율을 지적하면서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

✽ 3월 29일 기준 피치社의 브라질 신용등급은 BBB

-  피치社는 브라질 성장 둔화가 장기간에 걸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감소, 투자 및 인프라 부족, 경직된 관료체제 등을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음

✽ 브라질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의 약 60%로, 멕시코 40% 등 기타 신흥국에 비해 높은 수준

●  또한 피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높은 금리는 상환 금리를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켜  

은행 부실화를 촉진할 것이라 경고

✽ 브라질 정부가 지급하는 채권 이자는 전체 세수의 15%에 육박, 멕시코의 10%에 비해 높은 수준

55조 원 규모 범국가적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전개

●  브라질 정부는 자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0억 헤알(한화 약 5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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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 및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해 범국가적 브로드밴드 보급 계획 

PNBL(Plano Nacional de Banda Larga)을 추진해 왔음

-  동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로, 민간 통신업체가 접속망을 구축하고 정부는 사업  

통제 및 유통부문을 담당할 계획

- 기존의 구리선을 광섬유 전선으로 교체하여 최대 100Mps의 속도를 구현할 예정

●  광통신망 구축에는 중계기, 단말기, 가입자단 장비 등 대부분의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비분야에서 국내 업체에게 기회가 될 전망

- 현재 제너시스템즈, 유캐스트 등 국산 통신장비 업체들이 브라질 시장 진출을 준비 중

브라질 올해 스마트폰 판매 세계 5위 예상

●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는 브라질이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중국,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브라질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0년 480만 대, 2011년 890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에는 전년 대비 79.8% 증가한 1,60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

-  브라질의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30%에서 올해 

4/4분기에는 5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

●  또한 2016년에는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브라질 산업용 원자재 가격 인상 전망

●  브라질의 산업용 원자재 시장판매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자동차, 냉장고 등의 내구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

-  강철(5~8%), 골판지 포장재(3.5~10%), 합성수지(6~15%), 동(4.5%), 나일론(5%), 알루

미늄(0.54%) 등의 원자재가 가격이 인상될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원자재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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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브라질, 인도 등 신흥시장 생산기지 지속적으로 구축” 

●  하랄드 크루거 BMW 그룹 사장은 브라질, 인도처럼 판매 성장세가 높은 시장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

-  BMW사는 2012년 10월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 주 아라콰리에 10억 헤알 (한화 약 5,500억 

원)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전기차 생산기지도 판매량에 따라 건설할 

예정

- 브라질 정부의 수입차에 대한 규제 강화와 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현지 생산 확대 계획

✽  브라질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자동차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국산부품 65% 의무 사용, 11개 생산공정 중 최소한 

6개 이상 현지화, 순매출액의 0.5%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등의 기준을 제시함. 이를 충족시키지 않는 업체에는 자동차 

판매가격에 붙는 공산품세(IPI tax) 세율을 30% 인상

Itaqui항 항만시설 개선 및 물동량 확대에 63억 헤알 투자

●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북부의 Itaqui항에 20년에 걸쳐 63억 헤알(한화 약 3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항만시설 개선 및 처리 물동량을 확대할 계획

- 2016년까지 14억 헤알 우선 투입

●  항만시설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연간 화물 물동량은 2012년 1,570만 톤에서 1억 5,000만 톤으로 

약 10배 늘어날 전망

현대자동차, 브라질 시장에서 약진

●  현대자동차는 브라질에서 2013년 2월 1만 4,617대를 판매하여 사상 최고 점유율(6.6%)을  

기록하며 업계 5위로 상승

✽피아트(4만 9,498대), 폭스바겐(4만 3,735대), GM(3만 9,134대), 포드(1만 9,725대)

- 전략 모델인 HB20의 경우, 소형차 시장 4위로 부상

✽  HB20 판매는 출시 첫 달인 2012년 10월 3,312대였다가 11월 8,077대, 12월 1만 665대를 판매, 2013년 2월에는 

1만 179대가 팔려 ‘골프’(폭스바겐, 1만 5,715대), ‘팔리오’(피아트, 1만 3,131대), ‘우노’(피아트, 1만 1,109대)에 이어 

4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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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는 브라질 현지에서 국산차 대우를 받게 되어 수입차 대비 높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

●  전략 모델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생산 및 판매망 확대 계획

-  HB20과 SUV 차량인 HB20X, 세단형 차량인 HB20S 등의 2013년 판매목표를 15만 대로 

잡고 600~7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

✽  2012년 9월 직원 수는 1,500명이었으나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략모델 HB20이 생산됨에 따라 2,000명으로 확대 

하여 그 중 1,800명이 생산 부문에서 근로

-  현대자동차는 2013년 해외판매 전략의 키워드를 중국과 브라질로 정하고, 브라질에 신규  

딜러 60곳을 추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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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브라질 수출입 동향

2월 수출입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2월 對브라질 수출은 6.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0.5% 감소

- 자동차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등이 주요인

●  對브라질 수입은 4.0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3.1%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대폭 감소로 對브라질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 기록

- 對브라질 무역수지는 2012년 1월에 0.5억 달러 적자를 낸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록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IT제품과 자동차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

●  2월 對브라질 수출은 자동차부품(71.4%)이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자동차

(-72.0%)는 감소폭 확대

-  자동차 수출은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규제 강화 및 현지 생산공장 건설로 2012년 2월 이후 12

개월 동안 둔화세 지속

-  또한 브라질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른 반도체(39.6%), 평판디스플레이(32.1%)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두산 인프라코어가 브라질 굴착기 공장을 완공하고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광산 

기계(-40.8%)의 수출이 크게 감소

<최근 對브라질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2. 10 2012.11 2012.12 2013.1 2013.2 2013.1~2

수출액 11,821 10,286 786 723 695 696 660 1,356

수출증가율 52.5 -13.0 14.0 -2.4 1.2 8.8 -50.5 -31.3

수입액 6,343 6,085 601 510 515 461 398 859

수입증가율 34.6 -4.1 26.2 -27.2 -5.4 -33.2 -43.1 -38.2

무역수지 5,478 4,201 185 213 180 235 262 497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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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브라질 수입은 식물성물질(585.3%), 육류(44.8%)등이 크게 증가한 반면, 철광(-65.3%), 

기호식품(-45.4%), 기타농산물(-29.5%) 등은 감소

<2월 對브라질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660 -50.5 총계 398 -43.1

1 자동차부품 114 71.4 식물성물질 133 585.3

2 반도체 73 39.6 철광 111 -65.3

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2 32.1 기타농산물 33 -29.5

4 무선통신기기 67 -1.0 동광 24 -

5 자동차 64 -72.0 곡실류 20 -14.2

6 영상기기 25 -0.9 기호식품 18 -45.4

7 합성수지 24 -8.9 합금철선철및고철 14 -28.0

8 건설광산기계 18 -40.8 육류 12 44.8

9 철강판 18 3.6 제지원료 7 -9.3

10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 11 11.5 가죽 5 -27.8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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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동향

2월 GDP 성장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증가율 기록

●  2월 GDP는 전년동월 대비 0.1% 성장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증가율 기록

-  2월 수출의 큰 감소와 산업생산, 소비 등 실물경제의 부진으로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

2월 수출 -11.4%, 수입 5.4%, 무역수지 137억 달러 흑자

● 수출은 400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1.4% 감소 

-  CIS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1% 증가한 반면, 非CIS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

-  원유가 하락과 기저효과(2012년 2월 15.1%) 그리고 러시아 수출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원유가(Urals)가 전년동월 대비 3.7% 하락: 119.2$/B (2012.2) → 114.8$/B (2013.2)

- 1~2월 누적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하여 경제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  수입은 26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4% 증가하였으나 수출의 대폭 감소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폭은 1월 대비 40억 달러 줄어든 137억 달러

러시아Ⅳ

<최근 분기별 GDP 성장률> <최근 월별 GDP 성장률>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CEIC,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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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산업생산 증가율 2개월 연속 감소

● 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2.1%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세

-  전력·가스·수력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동월 대비 10.0% 감소하며 산업생산 감소를 견인 

하였으며 광업과 제조업 부문의 산업생산 증가율도 각각 2.2%, 0.1% 감소

● 전월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0.8%를 기록하면서 감소폭 축소

-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5.8% 증가하였으나 광업과 전력·가스·수력 부문의 산업생산이 각

각 6.7%, 10.0%로 감소

● 3월 러시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0.8으로 지난 2월(52.0)에 비해 다소 감소 

- 서비스 PMI 역시 2월(56.1)에 비해 다소 감소한 54.6 

<수출입 증가율>

<산업생산 증가율>

<非CIS로의 수출입 증가율>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CEIC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CEIC, H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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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정자산투자 부진 지속

● 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에 그치며 1월(1.1%)에 비해 둔화

-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기저효과(2012년 2월 16.3%)의 영향

● 한편 전월 대비 고정자산투자는 28.4% 증가

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

● 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하여 2개월 연속 둔화세 지속

-  식품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에 그친 반면, 비식품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4.5% 증가하

면서 전체 소매판매 증가를 견인

- 지난해 상반기이후 가구소비의 감소가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

✽ 러시아의 높은 대출금리(평균 9.6%)가 러시아 가구의 소비를 제한

- 자동차는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한 21만 대가 판매되며 1월(16만 대)에 비해 증가

● 전월 대비로는 1.8% 감소하면서 1월(-27.1%)에 비해 감소폭 크게 축소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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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3%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7.3%로 1월에 비해 0.2%p상승

- 식품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비식품 물가는 5.3% 증가

- 전월 대비로는 0.6% 증가하여 1월(1.0%)에 비해 다소 진정됨

✽러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를 2013년 말까지 6%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

●  생산자물가는 산업생산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4.7% 상승에 그쳐 9월 이후 5개월 연속 둔화세 

지속

-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으로 9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자료: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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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정보 및 이슈

러시아-중국,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러시아의 국영가스회사인 가스프롬(Gazprom)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동부 노선 

가스관을 건설하여 연간 380억 ㎥의 천연가스를 2018년부터 30년간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

-  러시아~중국 간 가스 공급을 위해 러시아 극동의 야쿠티야-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지선과 중국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동부 지선을 건설할 계획

●  또한 러시아의 국영 정유사 로스네프트(Rosneft)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도 중국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현재 연간 1,500만 톤 수준에서 3,10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중국 톈진에 연간 1,300만 톤의 원유를 가공할 수 있는 원유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협정

도 체결

-  로스네프트는 25년간 중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받기로 함

러시아, 셰일오일 개발 본격화

●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산유국인 러시아가 시베리아 서부 바체노프(Bazhenov)  

셰일유전 개발 본격화에 나섬

-  바체노프 셰일유전이 개발되면 러시아 전체 산유량의 5%에 달하는 하루 50만 배럴의 셰일 

오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는 바체노프 유전을 통해 연 70억 달러의 세수 확대를  

기대

✽  바체노프 셰일유전의 셰일오일 매장량은 약 2조 배럴로 추산되며, 이는 미국의 바켄(Bakken) 셰일유전의 5배에 해당하

는 규모  

-  바체노프 유전 개발에 루코일(Lukoil)과 국영 기업 로스네프트(Rosneft) 및 가스프롬네프트

(Gazprom Neft) 등이 참여하였으며, 정부는 바체노프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원유에 대한 시추세(Mineral extraction tax) 감면을 약속

-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1일 원유 생산량을 1,000만 배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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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에 예치된 러시아 자금, 이탈 움직임

●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안이 통과됨에 따라 키프로스 은행에 10만 유로 이상을 예치한 고액 예금자

들이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

✽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은 키프로스의 2위 은행인 라이키 은행에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 대해 최대 40%의 손실부담

(haircut)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러시아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해온 키프로스에 거액을 예치해 놓은 러시아 기업들과 

부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키프로스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은 약 19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키프로스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금액임

-  위 구제금융안으로 인해 35억~40억 유로에 달하는 예금손실이 불가피해진 러시아 기업 및  

예금자들은 키프로스에서 자금을 인출할 방법을 모색 중이며 구제안에 반발하여 소송도 검토중 

연해주 내 지역 개발 프로그램 활성화

● 연해주정부는 다양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연해주정부는 ‘연해주 수산업 개발’ 프로그램과 ‘깨끗한 물 공급’ 프로그램에 각각 11억 4,000만 

루블과 1억 9,380만 루블을 투입할 예정

-  또한 연해주정부는 2017년까지 지역내 신규아파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며 동  

프로젝트에 100억 루블 이상을 투입할 예정

✽ 위 프로젝트를 통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에 거주중인 빈민층 850가구에 신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중앙은행, 일부 금리 인하

●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던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일부 금리를 선별적으로 인하

✽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8.0%에서 8.25%로 0.25%p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

-  3~12개월 비시장담보 대출 금리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유가증권 담보대출 금리 

(롬바드 금리)를 0.25%p 인하

-  이번 선별적 금리인하는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보다는 경제성장 둔화 및 이에 따른 리스크

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신호적 성격이며,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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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dex, 세계 4위 검색엔진으로 성장

●  인터넷 시장 분석 회사 Comscore에 따르면 러시아 검색엔진 Yandex가 Google, Baidu, 

Yahoo에 이어 세계 4위의 검색엔진으로 성장

-  Yandex는 러시아 온라인 커뮤니티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그 수요가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220만 명의 이용자 수 기록 

✽  러시아 내에서 Yandex는 60.5%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독보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강자이며, Google이 26.4%로 뒤를 

이음

로스네프트(Rosneft), 세계 최대 석유기업으로 부상

●  러시아 국영정유사 로스네프트(Rosneft)가 영국 석유회사 BP의 자회사인 TNK-BP의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함으로 세계 최대 석유기업으로 부상하게 됨

✽ TNK-BP는 러시아 컨소시엄사 AAR과 영국 BP가 50%씩 합작하여 만든 회사로 러시아 3대 석유회사 가운데 하나

-  로스네프트는 일일 약 4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석유 생산량

의 5%, 러시아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거래를 통해 BP는 로스네프트의 지분 19.75%를 갖게 되면서 로스네프트의 2대 지주가 됨

원유 수출세 4.5% 인하

●  러시아 정부는 4월 1일부터 원유 수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4.5% 인하하여 1톤당 420.6달러에

서 401.5달러로 줄어들 전망 (배럴 당 약 54.8달러)

-  이러한 수출세 인하는 1일 원유 생산량을 1,000만 배럴 이상으로 높이려는 러시아 정부의  

목표에 부합

-  디젤에 부과되는 세금은 1톤당 277.6달러에서 265달러,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1톤당 

378.6 달러에서 361.4 달러로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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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30년 사회경제발전 장기전망계획 발표

●  러시아 정부는 1)세계경제 성장 둔화 및 자원수요 감소 2)외국의 자본유입과 투자환경 변화가  

자국의 경상수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 3)혁신강화에 따른 하이테크 분야의 기술력  

고갈 4)노동인구 감소 경향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러시아 경제발전 장기전망에 대한 3가지 

발전 시나리오를 마련

- 보수적 시나리오, 혁신개발 시나리오, 집중성장 시나리오 세 가지로 구분됨

<경제발전 장기전망 각 시나리오별 주요 특징>

보수적 시나리오 혁신개발 시나리오 집중성장 시나리오

사회발전

- 사회영역 부분적 현대화 및 

2018년 사회발전 목표 

부분적 실현

-소득차별 강화

-사회서비스 부족 

-중산층 비중 전체인구의 1/3 차지

- 중앙 및 지방차원의 사회 영역 

대단위 현대화 

-소득 차별 감소 

-중산층 비중 전체인구의 1/2차지

- 중앙 및 지방차원의 사회 영역 

대단위 현대화 

-소득 차별 감소 

- 중산층 비중 전체인구의 1/2  

이상 차지

교통인프라 -교통인프라 개발의 장애 물 극복

- 2025~2030년 교통시스템  

대규모 현대화 작업 

-고속철도 건설

-2025년 교통시스템 현대화 

-고속철도 건설

경쟁력

- 석유가스 분야 잠재력 및 운송 

활용 

- 노동 생산력 2018년 1.3배  

증가, 2030년 1.9배 증가

- 기술경쟁력 증가 및 에너지 

집약도 감소 

- 노동 생산력 2018년 1.4배  

증가, 2030년 2.3배 증가

- 기술경쟁력 증가 및 에너지 

집약도 감소 

- 노동 생산력 2018년 1.5배  

증가, 2030년 2.7배 증가

경제구조 변화

-에너지원료 분야 우세 

-에너지집약적 생산분야 발전 

-상품 및 기술 수입 증가

-경제 및 수출 다변화 

- 하이테크 분야 및 지식경제 비중 

증가

-경제 및 수출 다변화 

- 하이테크분야 및 지식경제 비중 

증가

예산 -예산 규정 -연방추경 예산 필요 -연방추경 예산 필요

연금개혁
-2015년부터 연금개혁 추진: 연금계산 방식 변경, 연금수급자 최저생계비 및 연금기금 수입 동향 고려 

-연방예산에 대한 가중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재원

- GDP의 0.1~0.3% 자본금  

유입 

-2030년 국민 채무

- GDP의 1.0~1.25% 자본금 

유입 

-2030년 국민 채무

- GDP의 3.0~6.5%  자본금  

유입 

-2030년 국민 채무

자료: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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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러시아 휴대전화 시장 전년대비 14% 성장

●  2012년 러시아 휴대전화 시장은 스마트폰 판매 강세에 힘입어 1,990억 루블 규모로 성장하여 

전년 대비 14% 증가  

-  러시아 최대 휴대전화 유통업체인 Euroset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러시아의 전체 휴대전화 

판매시장에서 삼성은 37.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

✽  노키아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32.4%를 기록하며 한 단계 내려간 2위를 차지하였으며, 애플은 전체 판매량의 1.8%

에 불과하지만 휴대전화 판매 총 수익에서는 10.8%를 차지

-  러시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은 2012년 기준 42%의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였

고, Nokia(21%), Sony Ericsson(9%), HTC(7%) 등이 그 뒤를 이음

✽  2011년에 4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던 Nokia는 2012년에 점유율이 21%로 하락하면서 삼성에게 1위를 

내줌. 반면 삼성은 2011년에 33%의 점유율로 2위였지만 2012년에 전년 대비 9% 성장하여 4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하며 1위 기록 

사할린 지역 외국인 투자 전년 대비 50.3% 증가

●  러시아 언론사 보스톡메디아에 따르면 2012년 사할린 지역의 외국인투자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50.3% 증가

-  주요 투자국은 79.2%를 차지한 네덜란드이며 일본(7.5%), 바하마(6.6%), 인도(4.7%) 등도 

사할린 지역에 투자

- 주요 투자분야는 연료 및 에너지 분야로 전체 투자액의 98.1% 차지

- 사할린 주정부는 지역경제 내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역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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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러 수출입 동향

對러시아 수출 5.2% 증가, 수입 19.8% 감소 

● 2월 對러시아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2% 증가한 9.2억 달러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이 다소 감소하며 지난 1월에 비해 수출액은 줄어들었음

● 2월 對러시아 수입은 7.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9.8%로 크게 감소

-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 

● 수입 감소로 인해 對러시아 무역수지는 7개월 만에 1.9억 달러 흑자 전환

 

품목별로는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 고무제품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對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188.7%), 건설광산기계(38.3%), 고무

제품(27.2%) 등의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철강판(-12.6), 플라스틱제품

(-10.6%) 등의 수출은 감소

●  對러시아 수입은 목재류(35.1%), 제지원료(11.8%), 원유(6.9%)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어류(-56.4%), 천연가스(-53.9%), 석탄(-27.6%) 등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전체 수입의 

감소폭을 키움 

<최근 對러시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구분 2011 2012 2012.10 2012.11 2012.12 2013.1 2013.2 2013.1~2

수출액 10,305 11,097 888 982 728 924 919 1,843

수출증가율 32.8 7.7 10.2 30.8 -11.6 29.0 5.2 15.9

수입액 10,852 11,354 1,261 1,143 845 1,041 732 1,773

수입증가율 9.6 4.6 28.3 2.3 -12.7 4.5 -19.8 -7.1

무역수지 -547 -257 -372 -161 -117 -117 18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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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對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919 5.2 총계 732 -19.8

1 자동차 310 -1.0 원유 348 6.9

2 자동차부품 145 -3.0 천연가스 92 -53.9

3 건설광산기계 54 38.3 석탄 79 -27.6

4 합성수지 51 12.6 석유제품 54 -1.8

5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23 188.7 알루미늄 45 -30.5

6 무선통신기기 21 23.9 합금철선철및고철 38 -30.5

7 영상기기 19 0.8 갑각류 12 2.1

8 고무제품 18 27.2 어류 11 -56.4

9 플라스틱 제품 17 -10.6 목재류 8 35.1

10 철강판 16 -12.6 제지원료 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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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동향

2013년 1월 산업생산, 2.4% 증가하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

●  2012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온 산업생산이 1월 들어 2.4%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의 1.0%에 비해서도 상승한 수치임 

-  전력(6.4%) 및 비내구재(5.3%), 원자재(3.4%) 등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광업(-2.9%), 

자본재(-1.8%), 내구재(-0.9%) 등은 감소세 유지 

-  산업생산의 37.9%를 차지하는 8개 핵심 산업(석탄,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비료, 철강, 

시멘트, 전력)은 1월중 3.9% 증가했으며, 전월(2.6%) 대비 소폭 상승

2월 수출 4.2%, 수입 2.7% 증가, 무역수지는 -149억 달러

●  2월 수출은 26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1월(0.8%)에 비해 소폭 상승 

-  중국(-26.7%), 싱가포르(-28.9%), 홍콩(-18.3%) 등 아시아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최대 

수출국인 미국(11.1%)으로의 수출이 1월부터 증가중이며, UAE(4.9%), 네덜란드(48.3%), 

사우디아라비아(76.8%)로 수출 증가 

인도Ⅴ

<최근 인도의 산업생산증가율 추이> <유형별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CEIC, 인도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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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5.5 -4.0 -2.9

제조업 0.3 -0.7 2.7

전력 2.4 5.2 6.4

원자재 1.7 2.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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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재 1.9 -8.2 -0.9

- 비내구재 0.3 -1.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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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수입은 412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7% 증가 

-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은 151억 달러로 15.5% 증가했으며, 전월(6.9%) 대비 소폭 증가  

- 원유를 제외한 수입은 260억 달러로 3.6% 감소

2월 도매물가상승률 6.84%, 소매물가는 10.91%로 소폭 상승

●  도매물가상승률은 2012년 9월 8.07% 기록 이후 점차 상승폭이 감소하여 2013년 1월 6.62%

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6.84%로 전월 대비 0.22%p 상승 

-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은 1월 4.8%보다 소폭 하락하여 4.5% 상승에 그쳤 

으나, 14.9%를 차지하고 있는 연료가격이 10.5% 증가하였으며, 식료품 역시 11.4% 증가,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 

●  소매물가상승률은 10.91%로 6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9월 9.73%, 10월 9.75%, 11월 

9.90%, 12월 10.56%, 1월 10.79%)

- 채소(21.3%), 곡물(17.0%), 계란·생선·육류(15.7%) 등이 가격 상승에 기인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對주요국 수출증가율>

주: 2012년 기준 수출 상위 10개국

자료: CEIC, 인도 재무부,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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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2월 1월 2월

미국 -9.7 2.2 11.1

UAE -11.6 -0.6 4.9

중국 -23.7 -33.5 -26.7

싱가포르 -12.1 -28.2 -28.9

홍콩 -13.3 12.8 -18.3

네덜란드 18.7 20.4 48.3

사우디 75.1 76.3 76.8

영국 -8.8 12.6 13.6

독일 0.7 -2.3 -4.9 

일본 -6.8 -29.4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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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 2013년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 단행 

●  인도중앙은행(RBI)은 3월 19일 약화된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금리(repo rate)를 

7.75%에서 7.5%로 25 bps 인하했으며 지급준비율은 현행 4.0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1월 29일 8.00%에서 7.75%로 인하 단행 

-  2월중 물가상승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4분기 성장률이 4.5%에 그친 것

을 염두에 두고 경제성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단으로 보임 

●  정부는 인도 경제가 고도성장 궤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투자를 회복시키

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금리만 가지고는 불충

분하다고 밝힘 

-  거시경제적 최우선 과제는 ①GDP 성장률 제고, ②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③대외부문 취약성 

완화이며,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를 이끌기 위해 인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약속 이행, 

공급병목현상 완화,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 등이 필요함 

원유 및 금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악화 

●  2012년 4분기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0~6.5% 규모를 초과하여 GDP 규모

의 6.7%(32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원유 및 금 수입 증가에 기인 

<도매물가상승률 및 소매물가상승률> <주요품목별 도매물가상승률>

자료: 인도중앙은행, 인도 재무부,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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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는 2004년 이후 적자가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2011년 -78.2억 달러로 GDP 대비 

-4.1%를 기록하였음 

-  원유와 금 수입액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2년 원유 및 금 수입액의  

합계는 2,218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폭(1,984억 달러)을 초과 

2월 승용차 내수 판매 25.7% 감소한 15만 8,000대 

●  1월 29일 단행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 및 유가 상승 등으로 2월 승용차(passenger 

car) 내수 판매는 1월의 감소세를 이어 25.7% 감소한 15만 8,513대에 그쳤으며, 상용차(com-

mercial vehicle) 역시 11.1% 감소한 6만 8,388대에 불과 

-  인도자동차제조협회(SIAM)에 따르면 상용차 중 중형급 이상은 34.7% 감소한 반면, 소형차는 

6.7% 증가

- 최근 증가세를 지속해 온 오토바이 역시 4.5% 감소했으나 스쿠터는 2.6% 증가 

●  한편 고급형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ports Utility Vehicle)을 포함한 다목적 차량(Utility 

Vehicle)은 2011년 말 이후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2월중 34.9% 증가한 4만 

7,859대를 기록

<원유 및 금 수입액과 무역수지> <경상수지 금액 및 GDP 대비 비중>

자료: CEIC,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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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판매대수 및 증가율> <상용차 판매대수 및 증가율>

자료: 인도자동차제조협회(SIAM),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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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정보 및 이슈

말레이지아 항공사 AirAsia 합작투자 승인 

●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는 말레이시아의 저

가 항공사인 AirAsia가 2개 국내 항공사와의 합작투자 진출을 승인

-  2012년 9월 인도 정부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항공부문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첫 외국 항공사의 진출인 셈임 

-  AirAsia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를 Tata Sons(30%)와 Telestra  Tradeplace(21%)가 

소유하는 신규 합작 항공사를 설립할 계획

✽  AirAsia는 2001년 설립된 말레이시아의 저가 항공사로서 아시아와 유럽 등 전 세계 85개 도시에 160여 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2011년 기준 매출액은 14억 4,000만 달러로 2007년 이후 성장세 지속 

인도정부, 해외기관 투자자에 대한 채권투자 규정 완화  

●  최근 인도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해외기관 투자자에 대한 정부채 및 회사채의 투자

규정을 간소화하기로 결정

-  정부채와 회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를 각각 250억 달러와 510억 달러로 제한하되, 두 채권에  

대한 복잡한 하위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유도

-  인도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자본유입 절차를 통제해 

왔지만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자 진입장벽을 낮춤

2013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 11.8% 성장 전망

●  2013년 인도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9,170억 루피 

규모가 될 전망

✽  인도상공회의소(FICCI)에 따르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2011년 7,280억 루피, 2012년 8,200억 루피, 

2013년 9,170억 루피로 추정되어 3년간 연평균 1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12년 미디어 관련 광고 지출은 3,274억 루피로 전년 대비 9% 성장  

-  2017년까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연평균 15.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산업규모는 1조 6,610억 루피 규모로 성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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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활성화, 영화시장의 강세,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성장 등이 미디어 산업의 성장 요인으로 꼽힘

ZARA, H&M 등 글로벌 의류 브랜드 인도 진출 활발

●  글로벌 패션기업인 스페인의 ZARA와 스웨덴의 H&M, 일본의 Uniqlo 등이 합작 또는 단독 

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 중이며 미국 및 영국 의류 업체들도 진출을 모색 중 

-  ZARA는 인도 현지 기업인 Tata Trent와 합작으로 인도 진출 3년만에 2년째 흑자를 기록했

으며 9개 매장 개설

-  H&M은 단독 투자로 5억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를 할 예정이며 3개월 내 인도 현지 매장을  

개설 계획 

-  영국 내 319개와 37개국에 137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유한 Topshop은 현지 합작 파트너를 

물색중

- 일본의 Uniqlo는 인도 Avrind와 합작을 준비중이며 2014년 상반기 중 매장 개설 예정 

-  미국의 GAP은 2014년경 인도 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며 미국 Wolverine's portfolio는 

Tata international과 합작 투자를 추진 중

●  2012년 9월 경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단일 브랜드 소매업의 100%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의류 브랜드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 중이나, 30%의 현지조달 의무와 

고가의 부동산 비용 및 복잡한 유통시장 장벽 등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임 

인도의 커피수요 증가, 2013년 9% 성장 전망 

●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인도의 전통 차(茶) 대신 커피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도의 커피 수요는 2013년 약 9% 성장하여 4억 8,860만 달러(약 5,4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산층 및 청년 인구의 소비 증가에 따라 미국의 스타벅스(Starbucks), 이탈리아의 라바짜

(Lavazza) 등의 외국 커피 브랜드 들이 인도에 진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식품업체인 네슬레

(Nestle)는 인도 남부에 커피 시범농장 운영 

✽  스타벅스의 경우 TATA사와 합작 형태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현재 총 7개의 매장을 인도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까지  

매장을 50개로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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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뿐 아니라 매장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젊은 소비층이 매력을 느끼고 있음 

-  세계 4위의 커피 수출국인 인도는 국내 커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 수출량을 감소시켜  

국제 원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애플社, 인도 시장에서 매장 3배 확대 계획 발표  

●  애플社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매장을 현재 65개에서 2015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

✽  인도는 애플 직영 매장인 애플 스토어(Apple Store)의 현지 개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애플 제품 전용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해 애플 스토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 인도 시장에서 애플 시장점유율은 15.6%로 삼성전자(38.8%)에 크게 밀리고 있음 

✽  삼성은 기업보다 개인사용자에게 국한되어 있으나 우다이 바트 삼성 인도법인 IT 솔루션 사업 이사는 삼성이 기업비즈니스

를 확대하여 2013년 매출액의 10%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세계 매출의 25%를 차지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 

-  애플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애플의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독점매장을 확대하여 인도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임  

<인도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자료: IDC, 안드로이드 어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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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국인직접투자(FDI) 34% 감소 

●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도의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전년 대비 34.2%  

하락한 227.8억 달러에 그침 (2011년 346.2억 달러)

-  월별로는 9월이 46.7억 달러로 가장 유입이 많았으며, 2월과 1월이 각각 22.1억 달러, 20억 

달러로 뒤를 이음 

-  인도는 경제성장 및 인프라 분야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1조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필요

-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는 인도의 국제수지 및 루피화의 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포스코, 오디샤주 제철소 건설 부지 확보 8년째 원주민 반대로 난항 

●  2005년 인도 오디샤주 정부와 제철소 건설 MOU를 체결한 포스코는 최근까지 지속되는 원주민

들의 반대 시위 및 인명사고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  최근 포스코 저항투쟁위원회(PPSS) 아바이 사후 대표는 “정부가 포스코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주의회 예산회기시 여성 및 아동들이 누드시위를 벌일 것이다”라고 압

박하였으며 폭력 및 사망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인도의 철강 소비는 향후 2~3년간 최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글로벌 철강업체들이 진출

을 시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확보가 어려움 

-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 역시 연산 6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역시 부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사업을 미루고 있음 

✽  오디샤주 포스코 인도제철소의 연간 생산능력은 최대 1,200만 톤으로 현재 포스코 조강생산능력인 4,000만 톤의 3분의 

1규모

●  현지 진출 기업은 인도의 독특한 문화를 답습하고 체화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며 주민

들과의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정부에만 기대할 경우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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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인도 수출입 동향

2월중 對인도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 증가폭은 축소되어 무역수지 흑자폭 증가

●  對인도 수출은 10.0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

●  對인도 수입은 6.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 

● 무역수지는 4.0억 달러로 최근 5개월내 최고치

●  상위 10대 수출품목은 1월과 대부분 동일하나, 무선통신기기와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10위 안에 들었음  

-  무선통신기기(160.3%), 기초유분(106.5%), 석유화학합섬원료(77.8%), 공기조절기 및 냉난

방기(39.0%)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은 9.7% 증가

했으나 2위 품목인 철강판은 9.0% 감소 

✽  특히 기타무선전화기는 전년동월 대비 153배 이상 증가한 3,300만 달러 기록하였으며, 무선중계기(기지국 장비)는 325배 

이상 증가한 1,400만 달러를 기록 

✽  2012년 8월 삼성전자가 인도의 2위 통신그룹인 릴라이언스의 자회사 인포텔과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 규모의 

4G(4세대) LTE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LTE 기지국 수출이 올 2월부터 크게 증가 

✽ LTE 기지국이 인도 전역에 설치되는 시점인 2013년 4분기 이후부터는 LTE 스마트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하위 품목들 중 금은 및 백금이 300배 이상 증가하여 1,700만 달러로 13위를 기록   

<최근 對인도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2011 2012 2012.8 2012.9 2012.10 2012.11 2012.12 2013.1 2013.2 2013.1~2

수출액 126.5 119.2 8.9 11.6 8.8 10.0 8.5 9.2 10.0 19.2

수출증가율 10.7 -5.8 -22.1 4.3 -4.3 0.4 -20.9 -5.2 3.8 -0.7

수입액 78.9 69.2 5.2 6.5 6.2 6.0 5.9 6.8 6.0 12.8

수입증가율 39.1 -12.3 -34.9 -7.5 16.9 3.6 4.6 23.4 16.2 19.9

무역수지 47.6 50.0 3.7 5.1 2.5 3.8 2.6 2.4 4.0 6.5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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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수입품목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제품이 12.7% 감소한 2억 3,200만 달러에 그쳤 

으나, 식물성물질(206.9%), 기초유분(289.4%), 알루미늄(73.2%) 등이 크게 증가 

-  1분기 중에만 수입되는 철광은 전년동월 대비 35.0% 감소한 1,40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 

으며, 2012년 1월부터 인도 정부에서 철광 수출세를 30%로 인상하여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됨 

<2월 對인도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 계 999 3.8 총 계 595 16.2

1 자동차부품 134 9.7 석유제품 232 -12.7

2 철강판 105 -9.0 식물성물질 109 206.9

3 합성수지 80 10.4 기초유분 34 289.4

4 무선통신기기 58 160.3 알루미늄 25 73.2

5 석유화학합섬원료 46 77.8 천연섬유사 22 30.1

6 석유제품 44 -22.2 합금철선철및고철 16 29.3

7 기초유분 35 106.5 정밀화학원료 16 51.3

8 합성고무 32 -1.6 철광 14 -35.0

9 기타석유화학제품 29 -5.9 농약및의약품 14 58.3

10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23 39.0 아연제품 7 -31.0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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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동향

2월 수출은 예상외 큰 폭으로 증가

●  2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1.8% 증가한 1,394억 달러로 춘절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큰 폭으로 상승

✽ 올해 2월 조업일수는 춘절의 영향으로 지난해 21일에 비해 4일 적은 17일

- 1~2월 누적 수출은 3,26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6% 증가하면서 대외 수출이 호전

●  유럽재정위기 진정국면을 접어들면서 對EU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對ASEAN 

수출은 상승세 지속

-  EU 주요국인 독일(4.0%), 프랑스(9.6%), 이탈리아(22.0%)로의 수출증가율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

●  신발, 가구, 의류, 섬유 등 전통적 우위 품목뿐만 아니라 전자회로 등 첨단기술제품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

-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가 개선되고 아세안 국가들의 내수소비가 늘어나면서 의류, 신발,  

가구 등 생활필수품의 수출이 증가

✽ 특히 미국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가구와 가전 등 내구소비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 품목의 수출 증가

중국Ⅵ

<수출입 증가율> <對주요국 수출 증가율>

자료: 중국통계국,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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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중 12월 1월 2월
전체 100.0 14.1 25.0 21.8

미국 17.3 10.3 14.6 15.7

EU 16.8 2.3 5.3 16.5

-독일 3.4 -3.0 -0.9 4.0

-프랑스 1.3 -9.2 -6.4 9.6

일본 7.4 -7.3 5.9 -6.5

ASEAN 10.0 27.8 48.8 27.7

인도 2.4 3.3 0.8 19.0

브라질 1.6 32.7 6.4 42.5
러시아 2.1 13.9 26.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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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5.2% 감소한 1,241억 달러

- 지난해 2월 수입증가율이 40.3%로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부진에 기인

✽ 올해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2.3%로 직전 12월 15.2%에 비해 둔화

✽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감소는 시진핑 정부의 부패척결과 사치품 소비 억제 정책의 영향

- 1~2월 누적 수입은 2,82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에 그침

●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로 153억 흑자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 315억 달러 적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

인프라 관련 투자 증가로 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1.2% 증가

●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인프라 활성화 정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인프라

(15.7%), 수리(水利)인프라(36.0%) 등의 투자증가율이 급증

-  연초부터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도시화 정책으로 주택 재고소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투자도 급증(26.1%)

✽  2월 70개 도시 중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오른 도시가 66곳으로 1월(53개)보다 10곳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감

●  그러나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제조업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에  

그쳐 지난해 12월 22.0%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

-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식품, 섬유, 석유화학, 특수장비, 자동차 제조업 투자가 둔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업종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자료: 중국통계국,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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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소매판매 증가율 12.3%, 8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및 절약 캠페인의 영향으로 1~2월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둔화

-  소비자신뢰지수가 2개월째 반등하고 춘절 연휴 기간 중 실질 소매판매가 개선조짐을 보였지만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및 절약 캠페인의 영향으로 사치품과 요식업 판매가 감소하면서 소매판

매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

✽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집권한 이후 부패 척결을 내세우면서 공금 지출 억제와 과도한 연회 금지 등 공직자 업무관행

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절약 캠페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 영향으로 1~2월 요식업 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매출액 200만 위안 이상 요식업  

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하였음

●  2월 자동차 판매는 춘절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와 일본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 (1~2월 누적증가율 6.9%)

-  2월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102,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40%, 전월 대비 54% 감소한 반면  

독일, 한국, 프랑스 자동차 판매량은 약 30% 증가

●  전체적인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소매판매는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전

(16.7%), 스포츠·레저용품(12.1%) 등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상승

-  도시지역 소매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12.1%에 증가에 그친 반면 농촌지역 소매판매 증가율은 

13.4%로 안정적 성장세 유지

<소매판매 증가율> <상품별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중국통계국,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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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산업생산 증가율 5개월 만에 둔화세 전환

●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하여 지난해 12월 10.3%에 비해 0.4%p 둔화

-  일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였으며 재고조정의 영향으로 산업생산  

증가율이 소폭 둔화

-  업종별로는 화학, 비철금속, 일반장비, 컴퓨터·통신기기, 전력 등의 생산증가율은 소폭 감소

한 반면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

✽ 전력생산 증가율: 1.7%(6월) → 4.7%(10월) → 6.5%(12월) → 4.7%(1~2월) 

2월 소비자 물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3.2% 상승하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춘절로 인한 식품 수요 증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나 지난 두 달간의 물가  

상승세를 볼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올 해 1~2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12월 2.0%에 비해 상승

●  베이징, 상하이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각각 3.1%, 2.3% 상승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  2월 70개 도시 중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오른 도시가 66곳으로 1월(53개)보다 10곳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감

●  2월 통화량(M2)은 99억 8,600억 위안으로 전년동월 대비 15.2% 증가하여 정부 목표치 13%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산업생산 증가율> <업종별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중국통계국,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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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정보 및 이슈

농경지 수리(水利)사업으로 굴삭기 등 건설기계 판매 호전

●  상해증권보에 따르면 농경지 수리(水利)사업 투자 회복에 따라 굴삭기 위주의 건설기계 제품은 3월 

초 부진세에서 벗어나 중순 이후 대폭 호전

-  3월 중순 이후 판매량 증가는 주로 농경지 수리사업 투자 회복에 기인하고, 부동산 투자 소폭 

개선도 일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올해 프로젝트 착공 및 시공 지연으로 1~2월 전국 굴삭기 누적 판매량은 1만 1,058대로 전년동기 대비 46.9% 감소 

하였으며 3월 중순까지 부진

-  Mouldu 닷컴의 애널리스트는 4월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며, 

건설기계산업의 터닝포인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도시 배수 및 침수피해 방지 로드맵 발표, 연간 시장규모 750억위안

●  중국 국무원은 <도시 배수 및 침수피해 방지 시설 건설 관련 통지(關於做好城市排水防設設施建設

工作的通知)>를 발표

-  <통지>에 따르면 2014년까지 도시 배수 및 침수피해 방지 시설 건설 계획을 작성하고, 5년 동안 

배수 파이프라인 빗물과 오수 분류 작업을 완수하고,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도시 배수 및 침수 

피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 현재 중국의 도시 배수 보급률은 64.8% 내외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 수준

-  이 계획에 따르면 도시행정 배수시장 연간 규모가 750억 위안 내외에 달하고, 시장 연평균 증가

율은 13.4%를 기록할 전망

베이징市, 41곳 쓰레기처리시설 건설 계획

●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3년 행동 실행 방안(北京市生活活活處理設施三年行

動實施方案)을 발표하여 41곳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건축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

이라고 밝힘

- 이로써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하루 처리 능력은 각각 2만 4,000톤, 2,650톤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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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분유 판매액 385억 위안, 4대 해외브랜드 비중 42.7%

●  세계적 시장조사 기관인 AC닐슨에 따르면 2012년 분유 시장 판매량은 19만 7,000톤으로 

2011년 대비 2.6% 증가에 그친 반면 판매액은 전년 대비 무려 12.9% 증가

-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해외 브랜드가 가격을 

집중 인상하기 시작

✽  상무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21일 기준 전국 해외 브랜드 유아용 분유 소매가격은 평균 200.71위안/kg이고, 중국  

브랜드 분유 소매가격은 평균 153.79위안/kg

-  고급(200~300위안/900g) 유아용 분유 판매량과 판매액은 각각 20.7%, 23.3% 증가하였 

으며 최고급(300위안 이상/900g) 분유 판매량과 판매액은 각각 129.8%, 134.2% 증가

●  이 중 매드존슨(MeadJohnson), 듀맥스(Dumex), 와이어스(Wyeth), 애보트(Abbott) 등 4대 

해외 브랜드 시장 비중이 각각 12.3%, 11.7%, 11%, 7.7%로 중국 분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

2013년 에어컨 시장규모 10% 성장 전망

●  CMM(China Market Monitor)는 올해 주택시장 호전과 보장형 주택의 대규모 공급으로  

에어컨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10%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올해 중국 에어컨시장 판매량이 3,545만 대에 달하고, 판매액은 1,213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각각 8.6%, 11.2% 증가할 것으로 추산

-  또한 도시화 추진이 3~4급시 에어컨 시장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지역 에어컨

시장 판매액이 전년 대비 17.4% 증가한 약 513억 위안에 달해 전국 에어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중국 최대 전자제품판매점 수닝(Suning)은 원가 상승 압력이 최종 소매가격으로 전가되어 판매

가격 또한 10% 상승할 것으로 예측

스마트TV 판매 호황 예상

●  가전산업 전문가 뤄칭치(羅淸啓)는 현재 스마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 TV가 새로운 급성장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분석



2013. 04

Ⅵ.	중국

중
국

Ⅵ

47

-  중국전자상회 소비전자조사행정실에 의하면, 2012년 중국 평면 TV 판매량은 예상 목표 

4,200만 대를 달성하고, 이 중, 스마트TV 판매량은 800만 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

-  Display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스마트TV 판매량은 400만 대, 2012년에는 

1,675만 대에 달했고, 올해 판매량은 2,6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

McKensey, 2016년 중국이 세계 최대 고급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

●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5만 대의 고급차가 판매되어 이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급차 시장이며 중국의 고급차 판매가 2016년에 225만 대, 2020년에는 

3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한편, 지난해 170만 대를 기록한 미국의 고급차 판매는 2020년 230만 대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르면 2016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고급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맥킨지는 ‘고급차’의 기준을 20만 위안∼120만 위안(약 3천500만∼2억1천만 원)의 가격대로 설정했으며 그 이상의 가격

대에 해당하는 ‘초호화’ 차량은 제외

- 현재 BMW, 벤츠, 아우디 등 3대 자동차 브랜드가 전체 고급차 시장의 약 80%를 차지

●  맥킨지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고급차 시장 연평균 증가율이 36%에 달했고, 2020년까지 여전

히 12%의 증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중국인의 소득 증가, 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 고급차를 사고자 하는 의지, 사회적 지위를 드러

내고자 하는 열망 등이 중국 고급차 시장의 성장 요인

중국, 24개 省市가 GDP 1조 위안(약 180조 원) 클럽 진입

●  중국경제주간에 따르면 GDP 1조元이 넘는 지역은 2008년 13개 省市에서 2012년 24개 省市

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남

-  다만, 2011년에는 6개 省市가 1조 위안 클럽에 진입한데 비해 지난해에는 윈난성 한 곳만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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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지역별 GDP 규모는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저장성, 

허난성 순이며, 1인당 GDP 대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높은 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광둥성,  

저장성, 하이난성 순으로 나타남

2020년 최대 커피시장으로 부상 전망

●  네슬레에 따르면 중국은 전통적인 차 소비국이지만 현재 세계 5대 커피시장으로 2020년에는  

세계 최대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기준 연간 1인당 세계 평균 커피소비량은 240잔인데 비해 중국은 3∼4잔임

-  리서치 회사인 Mintel에 따르면 중국의 커피시장은 2007년 이래 매년 18% 성장을 거듭해왔

으며, 2017년 까지 75%의 추가 성장(약 160억 위안, 25억 달러)이 예상됨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네슬레 차이나는 윈난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원두 수매량을 2013년

에는 2011년 보다 100% 이상 높일 계획이라고 함

✽ 윈난성은 중국의 연간 커피생산량(4만∼4.5만 톤 생산)의 90% 이상을 생산(3.7만 톤)하는 지역

LCD 공급 과잉으로 경쟁 심화 예상

●  중국 LCD 제조사들이 8세대(8G) LCD(2200㎜×2500㎜) 공장을 대거 증축하여 2015년에는 

월 45만 장 생산 전망

-  최대 LCD 제조사인 京東方(BOE)는 베이징 공장을 제외하고 충칭, 허페이 공장에 생산 설비

를 대거 보강, 2015년 충칭에서만 월 3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게 됨

- 차이나 스타(華星光電) 또한 2015년부터 8세대 LCD 생산라인 가동 예정

●  삼성, LG도 중국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LCD 공급 과잉 심화 예상

-  삼성디스플레이는 월 생산 5만장 규모의 수저우 공장을 내년 말 가동할 계획이며 LG디스플레

이가 광저우에 건설 중인 8세대 공장 또한 내년 후반부 터 가동 예정이며 월 생산량은 6~7만장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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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급 가전에 대한 수요 증대 

●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경기둔화에도 가전제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고급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2012년 270여 도시의 소비자들은 60인치(152.4cm) 이상의 평면 TV를 38만 대 구입(2011

년의 두 배)하였으며, 1만 위안($1,609) 이상의 냉장고 27만 대, 용량 8Kg 이상의 세탁기 

36만 대 이상을 구입

●  중국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지만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편이며 구매력이 증대됨

에 따라 점차 품질과 디자인을 중시한다고 분석

세계 최대 태양광기업 썬텍 파산

●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중급인민법원은 3월 20일 세계 최대 태양광기업 썬텍의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

-  썬텍은 지난 2011년까지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제조업체로서 명성을 날렸으나 시황 악화와  

경쟁격화, 중국산 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경영이 급속히 악화

-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썬텍은 지난 3월 15일로 만기가 돌아온 5억 4,100만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

✽  2월 이후 썬텍의 신용잔고(인민폐 및 외화 포함)는 71억 위안(11억 4천만 달러), 채무는 23억 달러에 육박하였으나 썬텍

의 시장가치는 2005년 49억 달러에서 현재 1억 5천만 달러로 폭락

인터넷 영수증 발급 제도 도입

●  국가세무총국은 <인터넷 영수증 관리 규정(網絡發票管理辦法)>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모든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요구

-  <규정>에서는 성(省)급 이상 세무기관이 인터넷 영수증 전자정보가 정확히 생성, 확실히 저장, 

검색 확인, 안전하고 유일한 등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인터넷 영수증 발급을 시범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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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세를 위한 준비 조치로 평가하며, 과세는 주로 B2C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중국 인터넷 쇼핑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일부 전자상거래업체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고,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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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수출입 동향

설 연휴에 따른 통관일수 감소로 2월 수출·수입 큰 폭 감소

●  2월 對중국 수출은 104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하여 1월(16.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 설 연휴에 따른 통관일수(2.5일) 부족과 기저효과(2012년 2월 9.6%)가 원인

●  설 연휴와 수출부진으로 인한 원자재·자본재·소비재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2월 對중국 수입

은 전년동월 대비 9.7% 감소한 55.2억 달러 기록

●  수입 감소로 인하여 對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1월 41.1억에 비해 소폭 증가한 48.8억 달러 기록

통관일수 부족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IT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은 선전

●  對중국 수출은 전자응용기기(120.7%), 무선통신기기(26.6%) 등 IT제품과 석유화학중간원료

(74.8%), 기초유분(43.9%) 등 석유화학 제품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

-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과 현지공장 가동률 확대로 인해 휴대폰용 부품 수출도 증가

●  반면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철강판 등의 수출은 감소

- 석유제품의 경우 수출단가 하락(-2.5%)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수출단가 : (2012.2) 129.1$/B → (2013.2) 125.9$/B

<최근 對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구분 2010 2011 2012 2012.11 2012.12 2013.1 2013.2 2013.1~2

수출액 1,168.4 1,341.9 1,343.2 124.3 119.9 114.2 104.0 218.2

수출증가율 34.8 14.8 0.1 11.0 2.7 16.6 -1.0 7.5

수입액 715.7 864.3 807.9 69.1 64.2 73.1 55.2 128.3

수입증가율 31.9 20.8 -6.5 -7.7 -6.2 7.0 -9.7 -0.9

무역수지 452.6 477.5 535.5 55.2 55.7 41.1 48.8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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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對중국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10,397 -1.0 총계 5,516 -9.7

1 반도체 1,354 2.5 컴퓨터 464 -5.7

2 평판디스플레이 1,342 -9.4 반도체 456 -4.5

3 석유제품 782 -10.4 철강판 279 -31.8

4 석유화학중간원료 606 74.8 평판디스플레이 255 -12.5

5 합성수지 575 4.7 정전 기기 233 -15.9

6 전자응용기기 472 120.7 정밀화학원료 196 -13.4

7 자동차부품 409 6.6 의류 186 17.5

8 기초유분 379 43.9 기구부품 147 4.0

9 무선통신기기 313 26.6 무선통신기기 136 -41.9

10 철강판 273 -2.6 전선 127 -16.6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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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지도부의 중국몽(中國夢)과 경제개혁

문   익   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의 꿈

2013년 3월 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던 중국 양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8번이나 언급했다. 국가주석으로서의 첫 연설에서 그는 이전과는 달리 감성적인 

연설을 통해 국민이 꿈꾸는 중국몽을 실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가 현재 꿈꾸고 있는 중국몽은 중화사상의 부활, 즉 ‘부강한 국가건설, 민족의 발전과 인민의 행

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40여 년 전 산시성의 한 시골마을에서 꿈꾸던 중국몽은 어떻게 달랐

을까? 그가 그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제 남은 그의 꿈은 어떻게 실

현될 수 있을까?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치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개혁’이다.

이를 위해서 시진핑 주석은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왕치산(王岐山) 중앙

기율검사위 서기를 임명했다. 이러한 반부패 척결을 통해서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이번 양회

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인 대부제(大部制) 개혁을 발표하였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향후 경제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

제 개혁도 당초 초안인 18개에서 25개로 강도가 약하게 발표된 것으로 보아 기존 기득권의 반발,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서 전면적인 경제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도부들의 꿈

꾸고 있는 경제개혁을 위한 중국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인사이드	칼럼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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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창 총리가 말하는 개혁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폐막식 연설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29차례 언급하면서, “물이 아무리 깊어

도 건너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뱀에 물린 팔은 잘라야 한다

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향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이 원

자바오 전총리가 주장했던 정치개혁처럼 실질적인 성과 없이 끝날지, 아니면 주룽지 전 총리처럼 상

당한 경제개혁 성과를 달성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우선 4명의 부총리 중에서 왕양(汪洋)이 리총리와 함께할 강력한 개혁의 동반자로 보이며, 그는 

전인대에서 ‘개혁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0년 전 개혁은 이데올로기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여러 분야의 이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개혁파로 분류되는 리커창 총리와 왕양 부총리는 장가오리(張高麗) 상무 부총리등 주로 주룽지 총리 

시절에 경력을 쌓은 인물들과 같이 일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주룽지 사단’이라 불리며 주로 전문성

과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들로서 금리자유화, 환율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등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

하고 있다. 

 주룽지 사단 :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개혁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와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문 3인 인사는 중국의 향후 경제 정책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개혁’에 중점

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3人은 1990년대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주룽지 

총리 시기에 경력을 쌓은 인물들로 시장지향적 개혁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먼저 체험한 동부 연해지역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발전방식전환과 도시화, 환경 등에 역점을 두고 향후 중국 경제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

으로 전망된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 인선 사상 이례적으로 중국인민은행장 3

번째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안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 금리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등 금융개혁을 점진적으로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불리며, 주룽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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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인 1994년 추진된 세제 및 외화관리체제 개혁을 이끌며 당시 중국의 재정위기를 극복해 낸 인

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권의 3대 감독기관장

흔히 금융권의 3개 감독기관장으로 알려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

관리위원회를 살펴보자. 이번 인사에서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상푸린(尙福林) 위원장과 보험감독관리

위원회 샹쥔보(項俊波) 위원장은 유임되었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수장만 바뀌었다. 은행감독관리

위원회(CBRC) 상푸린(尙福林) 위원장은 비교적 신중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금융권 안정을 위한 정

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샹쥔보(項俊波) 위원장도 과거 농업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반부패 운동을 이끌어 홍콩증시에 상장을 시킨 인물로 개혁파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내정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샤오강(肖鋼) 위원장은 전임자인 궈수칭(郭樹淸)이 18개

월 동안 실시했던 적극적인 시장 개입정책들을 유지하면서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점

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본 시장의 장기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금융관리감독 부문 및 정부 부처와 협

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샤오강 위원장은 과거 중국은행에 재직하면서 전략투자자 유치, H주와 

A주 상장 등과 같은 개혁을 주도했고, 앞으로는 주로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을 이끌 것으로 전

망된다. 전임자인 궈수칭 위원장도 일단은 산둥성 성장으로 옮겼지만 향후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인

민은행 총재 등의 자리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제(大部制) 개혁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번에 발표된 대부제(大部制) 개혁의 초안은 현존하는 27개부를 18개부로 축소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월에 열

린 18기 2중전회에서 초안의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거나 실시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안에서는 금융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하나의 금융부로 통합되는 방안도 제시되었고, 현재 막강

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 비준하는 권한을 축소하고 원래 설립목적인 경

제개혁에 관련된 거시정책 수립에만 집중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5

년 후 또는 10년 후로 실시가 연기되었으나, 앞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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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인구발전전략 연구 및 인구정책계획의 업무가 이관

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전략과 인구정책을 연계시켜 장기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임명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샤오스(徐紹史) 주임은 장기간 국토자원부에서 일하였다. 

무엇보다 주룽리 총리가 경제개혁을 주도할 당시에 국무원 비서국장으로 핵심 참모역할을 한 인물

로서, 그가 꿈꾸는 개혁은 토지및 광업시장 등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제 개혁에서도 논란

이 되었던 행정비준심사제도개혁에 먼저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산하의 각 부문의 심사비준

은 약 1,700여개가 있으며, 3분의 1이상을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리커창 총리의 금융, 경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유기업개혁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ASAC) 위원장에 

개혁성향이 강한 장제민(蔣潔敏)을 임명하였다. 그는 페트로 차이나 이사장 출신으로 국유기업 개혁

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국유기업 개혁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은 장차 국유자산관리공사(SAMC) 체제로 전환하고 국유기업

의 주식을 공개하여 비유통주를 축소하면서 소유구조 변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일, 가스, 은

행, 통신 등 독점 국유기업들이 시장이 이끄는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이라는 중국의 꿈

이번 지도부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는 현재 4명의 부총리중에서 3명이 은퇴하고 25명의 

장관 중에서 12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경제개혁은 10년 집권기 중에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추구하는 ‘경제개혁’이라는 중국몽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쳐서 한낮

의 일장춘몽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개혁은 내수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신형 

도시화 등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해야 하며, 소득분배제도 개혁, 국유기업 개혁, 세제 개혁, 금융제

도 개혁 등의 개혁도 동시에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개혁과정에서도 기득권의 반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정부

업무보고의 4번째 중점업무 건의에 명시한 것처럼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개혁개방을 심화’

시킨다면, 시진핑 주석이 산시성의 한 시골마을에 꾸었던 꿈이 실현된 것처럼 어느 날 그들의 중국

몽이 이루어질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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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되새겨지는 물음은 ‘한국의 꿈은 무엇이며,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꿈은 무엇인가?’하는 것이

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너무도 많은 꿈

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나만의 꿈을 헷갈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중국몽의 실현 가능성에 

대처할 방안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연일 북핵위기에 대한 소식들만 가득하다. 모

든 것들이 복잡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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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 주요 경제관련 인선안

직위 이름
출신
(나이)

학력 경력 및 특징 비고

주석
시진핑

(習近平)

陝西

(59)

칭화대 학사

칭화대 박사(법학)

- 국가 부주석 역임

- 상하이 당서기 역임
신임

총리
리커창

(李克强)

安徽

(57)

베이징대 학사

베이징대 박사(경제학)

- 상무부총리 역임

- 랴오닝성 당서기 역임
신임

부주석
리위안차오

(李源潮)

江蘇

(62)

푸단대 학사

베이징대 석사

중앙당교 박사(법학)

- 공산당 조직부장 역임

- 장쑤성 당서기 역임
신임

상무 부총리
장가오리

(張高麗)

福建

(66)
샤먼대(통계학)

- 중앙정치국 상임위원

- 톈진시, 산둥성 당서기 역임

- 경제효율 제고 및 성장중심 개혁 개방 추구

- 해외투자 자유화 추구

신임

과학·교육 부총리
리우옌둥

(劉延東)

江蘇

(67)
지린대 법학박사

- 정협 부주석 역임

- 공청단 중앙 서기 역임

   *여성

신임

산업 부총리
왕양

(汪洋)

安徽

(57)

중앙당교 학사

중국과기대 석사(공학)

- 광둥성 당서기 역임

   *광둥 모델을 이끈 경험
신임

금융 부총리
마카이

(馬凱)

上海

(66)
런민대 정치경제학

- 국무원 비서장 역임

- 국가발개위 주임 역임
신임

중국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

(周小川)

江蘇

(65)
칭화대 공학박사

- 2013년 3월, 정협 부주석 당선

- 국가화폐정책위원회 창립 위원 역임

- 시장친화적 통화정책 추구

연임

재정부 장관
로우지웨이

(樓繼偉)

浙江

(63)

칭화대학 계산기계학

사회과학원 경제학 석사

-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 및 국가외환 

투자공사 회장 역임

- 귀주성 부성장 역임

- 세제개혁, 지방정부 재정전문가

신임

은행감독관리

위원회

상푸린

(尙福林)

濟南

(61)
시난재경대학 금융 박사

- 1969~1973년 인민해방군 복무

- 16차 당대회 후보 중앙위원

- 17차 중앙위원

연임

보험감독관리

위원회

샹쥔보

(項俊波)

重慶

(56)

인민대학 재무학

북경대 법학 박사

- 1979년 베트남 전쟁 참가

- 농업은행 행장(2007년 6월)
연임

증권감독관리

위원회

샤오강

(肖鋼)

湖南

(55)
후난대학

- 인민은행 부행장, 통화정책위원

- 중국은행 회장
신임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주임

쉬샤오스

(徐紹史)

浙江

(62)
지린대 경제학 석사 - 국토자원부 장관 역임 신임

국유자산관리

감독위원회

장제민

(徐紹史)
山東

(58)

산둥대 경제학 -  페트로 차이나 사장, 칭하이성 부성장,  

페트로 차이나 총재, 이사장 역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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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BRICs	주요	경제	통계Ⅷ

자료: EIU, Global Insight, CEIC, 브라질 중앙은행(BCB),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년월
GDP
성장률

산업
생산

증가율

고정
자산투자
증가율

소매 
판매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 
수지

소비자
물가 

증가율

생산자
물가 

증가율

헤알/
달러 
환율

M2 
증가율

단위 % % % % % % 억달러 % % 헤알 %

2001년 1.3 1.6 -15.7 -1.6 5.7 -0.4 27 6.8 12.6 2.3 13.3

2002년 2.7 2.7 -36.4 -0.7 3.7 -15.0 131 8.5 16.7 3.5 23.6

2003년 1.1 0.1 38.2 -3.7 21.1 2.2 248 14.7 27.6 2.9 3.9

2004년 5.7 8.3 34.4 9.2 32.0 30.1 336 6.6 10.5 2.7 19.5

2005년 3.2 3.1 22.7 4.8 22.6 17.1 447 6.9 5.6 2.3 18.0

2006년 4.0 2.8 18.2 6.2 16.5 24.1 465 4.2 0.8 2.1 13.6

2007년 6.1 6.0 13.6 9.7 16.6 32.0 400 3.6 5.6 1.8 18.1

2008년 5.2 3.1 9.1 9.1 23.2 43.5 248 5.7 13.7 2.3 37.3

2009년 -0.3 -7.4 -10.2 5.9 -22.7 -26.2 253 4.9 -0.2 1.7 8.8

2010년 7.5 10.5 21.2 10.9 32.0 42.3 202 5.0 5.7 1.7 16.7

2011년 2.7 0.4 16.6 6.7 26.8 24.5 298 6.6 9.4 1.9 18.7

2012년 0.9 -2.7 -4.0 8.4 -5.3 -1.4 194 5.8 7.2 2.1 9.0

1월 - -3.0 - 7.7 6.1 17.7 14 6.2 1.8 1.7 18.1

2월 - -4.1 - 9.8 7.7 5.0 23 5.8 0.7 1.7 16.9

3월 　0.8 -2.3 -2.1　 12.2 8.4 6.5 21 5.2 1.4 1.8 15.8

4월 - -3.5 - 6.1 -3.0 2.0 13 5.1 2.6 1.9 14.9

5월 - -4.3 - 8.6 0.0 2.9 16 5.0 4.8 2.0 14.7

6월 　0.5 -5.6 　-3.7 9.0 -18.3 -3.7 12 4.9 6.6 2.0 14.1

7월 - -2.7 - 7.2 -5.6 -5.2 21 5.2 7.1 2.0 13.1

8월 - -2.0 - 10.0 -14.4 -14.0 18 5.2 7.5 2.0 12.3

9월 　0.9 -3.6 　-5.6 8.5 -14.1 -13.7 26 5.3 7.0 2.0 11.2

10월 - 2.3 - 9.1 -1.7 1.6 17 5.4 6.4 2.0 11.0

11월 - -1.0 - 8.6 -6.0 -2.6 -1.9 5.5 6.7 2.1 9.9

12월 1.4 -3.6 -4.5 8.4 -5.3 -1.4 22 5.8 7.2 2.1 9.0

2013년 - - - - - - - - - - -

1월 - 5.7 - 5.9 -1.1 14.7 -40.4 6.2 7.6 2.0 8.1

2월 - -3.2 - - -13.7 3.1 -12.8 6.3 7.7 2.0 7.3



Monthly Report BRICs INSIDE

Monthly Report BRICs INSIDE60

【러시아】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Global Insight, CEIC

년월
GDP
성장률

산업 
생산 

증가율

고정
자산투자
증가율

소매 
판매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 
수지

소비자 
물가 

증가율

생산자 
물가 

증가율

루블/
달러
환율

M2 
증가율

단위 % % % % % % 억달러 % % 루블 %

2001년 5.1 2.9 10.0 8.5 -3.0 19.8 481 21.5 19.1 30.14 39.9

2002년 4.7 3.0 2.8 9.3 5.3 13.4 463 15.8 11.3 31.78 32.4

2003년 7.3 8.9 12.5 5.8 26.7 24.8 599 13.7 16.4 29.45 50.4

2004년 7.2 8.0 13.7 11.8 34.8 28.0 858 10.9 23.4 27.75 35.8

2005년 6.4 5.1 10.9 11.8 33.1 28.8 1,184 12.5 20.6 28.78 38.5

2006년 8.2 6.3 16.7 12.5 24.5 31.0 1,393 9.8 12.4 26.33 48.7

2007년 8.5 6.8 22.7 14.5 16.8 36.0 1,309 9.1 14.1 24.55 43.5

2008년 5.2 0.6 9.9 12.3 33.1 30.6 1,797 14.1 21.4 29.38 0.8

2009년 -7.8 -9.3 -15.7 -6.1 -35.7 -34.3 1,116 11.8 -7.2 30.24 17.7

2010년 4.3 8.2 6.0 5.6 32.1 29.6 1,520 6.8 12.2 30.48 31.1

2011년 4,3 4.7 8.3 7.0 30.3 30.2 1,982 8.4 17.7 32.20 22.3

2012년 3.4 2.6 6.6 5.9 1.4 3.6 1,934 5.1 - 30.37 11.9 

1월 - 3.8 16.6 7.4 30.7 18.4 203 4.2 8.9 30.36 22.3

2월 - 6.5 16.3 7.9 15.1 14.3 202 3.7 7.1 28.95 21.8

3월 4.9 2.0 16.6 7.4 7.4 6.6 181 3.7 7.5 29.33 21.2

4월 - 1.3 8.5 6.8 -1.8 -0.4 181 3.6 6.9 29.36 20.7

5월 - 3.7 13.7 7.1 4.6 0.0 175 3.6 3.3 32.45 20.9

6월 4.0 1.9 9.2 7.1 -7.5 -2.7 139 4.3 4.3 32.82 19.1

7월 - 3.4 9.5 5.5 -1.9 8.0 115 5.6 4.3 32.19 17.9

8월 - 2.1 7.8 4.4 -7.5 -0.7 113 5.9 6.9 32.29 16.7

9월 2.9 2.0 -0.3 4.5 -1.6 -0.6 158 6.6 11.6 30.92 14.8

10월 - 1.8 6.2 4.0 1.1 7.7 149 6.5 8.8 31.53 15.8

11월 - 1.9 2.5 4.4 -3.5 -0.1 153 6.5 6.7 31.06 14.4

12월 2.4 1.4 -0.4 5.0 -6.2 3.0 165 6.6 5.1 30.37 11.9

2013년 - - - - - - - - - - -

1월 1.6 -0.8 1.1 3.5 -1.7 10.1 177 7.1 5.1 30.03 13.2

2월 0.1 -2.1 0.3 2.5 -11.4 5.4 137 7.3 4.7 30.6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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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료: Global Insight, 인도중앙은행, CEIC

년월
GDP

 성장률

산업
생산

증가율

고정
자산투자
증가율

repo
금리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
수지

도매
물가 

증가율

루피/
달러
환율

M3
증가율

단위 % % % % % % 억달러 % 루피 %

2001년 5.2 2.7 -1.4 8.50 3.6 -5.0 -64.2 5.2 48.180 14.1

2002년 3.8 4.9 15.3 7.50 14.2 6.8 -35.6 2.5 48.030 15.9

2003년 8.4 6.6 -0.4 7.00 19.1 24.5 -71.9 5.3 45.605 13.0

2004년 8.4 10.8 10.6 6.00 28.0 40.3 -176.0 6.2 43.585 12.8

2005년 9.3 8.8 24.0 6.25 31.1 41.0 -325.2 4.6 45.065 17.8

2006년 9.3 12.0 16.2 7.25 21.1 23.7 -428.0 5.9 44.245 19.3

2007년 9.8 15.6 13.8 7.75 24.3 25.2 -548.3 5.0 39.415 22.8

2008년 4.9 7.7 16.2 6.50 29.1 39.8 -931.4 8.8 48.455 19.9

2009년 7.1 0.2 3.5 4.75 -15.3 -15.0 -796.6 2.4 46.680 17.7

2010년 9.6 9.7 7.7 6.25 34.1 30.5 -979.3 9.6 44.810 19.1

2011년 6.9 4.8 14.0 8.50 33.7 32.5 -1,270.9 9.5 53.266 15.9

2012년 - - - 8.00 -4.1 5.3 -1,985.9 - 54.850 12.9

1월 - 1.0 - 8.50 11.1 28.8 -161.2 7.2 49.683 14.4

2월 - 4.3 - 8.50 7.2 21.9 -162.2 7.6 48.941 13.5 

3월 5.3 -2.8 2.6 8.50 -7.1 23.5 -169.2 7.7 51.157 13.0 

4월 - -1.3 - 8.00 0.1 1.4 -141.5 7.5 52.519 13.0 

5월 - 2.5 - 8.00 -3.2 -7.4 -146.0 7.5 56.423 13.3 

6월 5.5 -2.0 -4.6 8.00 -5.4 -13.5 -132.5 7.6 56.309 13.2 

7월 - -0.2 - 8.00 -14.8 -7.6 -152.7 6.9 55.807 13.5 

8월 - 2.3 - 8.00 -9.7 -5.1 -157.7 7.6 55.722 13.7 

9월 5.3 -0.7 -1.0 8.00 -8.1 -7.2 -173.8 7.7 52.697 13.4 

10월 - 8.3 - 8.00 -1.6 7.4 -171.3 7.5 54.118 13.1 

11월 - -0.1 - 8.00 -4.2 6.4 -192.9 7.2 54.527 12.5 

12월 4.5 -0.6 6.0 8.00 -1.9 6.3 -176.7 7.2 54.777 11.2 

2013년 - - - - - - - - - -

1월 - - - 7.75 0.8 6.1 -200.0 6.6 53.289 12.7

2월 - - - 7.75 4.2 2.7 -149.2 6.8 54.36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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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료: 중국통계국, CEIC, Global Insight

년월
GDP
성장률

산업
생산

증가율

고정
자산투자
증가율

소매
판매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
수지

소비자
물가

증가율

생산자
물가

증가율

위안/
달러
환율

M2
증가율

단위 % % % % % % 억달러 % % 위안 %

2001년 8.3 9.5 13.7 10.1 6.8 8.1 225 -0.6 -1.3 8.277 17.6

2002년 9.1 12.9 17.4 8.8 22.4 21.3 304 3.2 -2.2 8.277 16.9

2003년 10.0 16.7 28.4 9.0 34.6 39.8 255 1.2 2.3 8.277 19.6

2004년 10.1 16.2 27.6 13.3 35.4 35.8 321 3.9 6.1 8.277 14.5

2005년 11.3 16.0 27.2 12.9 28.5 17.6 1,020 6.3 4.9 8.070 18.0

2006년 12.7 16.9 24.5 13.7 27.2 19.7 1,775 6.1 3.0 7.809 15.7

2007년 14.2 17.9 25.8 16.7 25.8 20.3 2,643 7.7 3.1 7.305 16.7

2008년 9.6 12.5 26.1 21.6 17.6 18.7 2,981 25.0 6.9 6.835 18.9

2009년 9.2 11.6 30.5 15.5 -16.1 -11.1 1,957 -0.7 -5.5 6.828 27.7

2010년 10.4 15.3 24.5 18.4 31.4 39.1 1,815 4.0 5.5 6.623 19.7

2011년 9.3 13.7 23.8 17.1 20.3 24.9 1,549 5.5 6.0 6.301 13.6

2012년 7.8 10.0 20.6 14.3 7.9 4.3 2,311 2.6 -1.7 6.289 13.8

1월 - 11.4 21.5 14.7 -0.6 -15.3 273 4.5 0.7 6.312 12.4

2월 - 11.4 21.5 14.7 18.3 40.0 -315 3.2 0.0 6.292 13.0

3월 8.1 11.9 20.9 15.2 8.8 5.3 53 3.6 -0.3 6.294 13.4

4월 - 9.3 20.2 14.1 4.9 0.2 184 3.4 -0.7 6.279 12.8

5월 - 9.6 20.1 13.8 15.3 13.1 187 3.0 -1.4 6.336 13.2

6월 7.6 9.5 20.4 13.7 11.3 6.2 317 2.2 -2.1 6.325 13.6

7월 - 9.2 20.4 13.1 1.0 4.7 251 1.8 -2.9 6.332 13.9

8월 - 8.9 20.2 13.2 2.7 -2.6 267 2.0 -3.5 6.345 13.5

9월 7.4 9.2 20.5 14.2 9.9 2.4 277 1.9 -3.6 6.341 14.8

10월 - 9.6 20.7 14.5 11.6 2.4 320 1.7 -2.8 6.300 14.5

11월 - 10.1 20.7 14.9 2.9 0.0 196 2.0 -2.2 6.289 13.9

12월 7.9 10.3 20.6 15.2 14.1 6.0 316 2.5 -1.9 6.286 13.8

2013년 (누적) - 9.9 21.2 12.3 23.6 5.0 - 2.6 -1.6 6.278 15.2

1월 - - - - 25.0 28.8 291 2.0 -1.6 6.280 15.9

2월 9.9 21.2 12.3 21.8 -15.2 153 3.2 -1.6 6.27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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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대상 외환은행 우대 서비스 시행 안내

1. 개요 

●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외환은행과 제휴를 통한 협회 회원사 우대서비스 시행

2. 세부 내용

●  대상 : 협회 회원사 (회비 완납업체, 34대 주채무계열사 제외) 

●  지원 내역 

① 환가료 감면

② 외국환 수수료 우대

무역협회	추진	사업Ⅸ

구분 내용

적용

환가료

감면율 예시범위: 최소 0.6%pt ~ 최대 1.4%pt

※ 상기 적용 감면율 범위는 예시로 실제 우대율은 기간별 환가료 및 업체의 신용등급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 한도 미화 1억 달러(회전한도로 운용)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 

① 신규 고객의 수출환어음매입인 경우, ▶신규고객 기준: 2012년도 중 Nego 실적이 없는 고객 

② 기존 고객의 수출환어음매입인 경우, ▶본점 승인절차 진행 후 제공

펀드 운용

신용장 방식 및 무신용장 방식(OAT 포함) 수출환어음 직매입

  ※ Renego 및 Renego Forfaiting 건은 제외

  ※ 건당 매입(Nego)금액의 제한은 없음

구분 통상 수수료율 우대 기준율 

당발송금수수료
송금금액구간 별

5,000원~25,000원
건당 50% 할인

타발송금수수료 건당 10,000원 건당 50% 할인

신용장통지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50% 할인

매입/추심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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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대출 금리감면

●  이용 방법 : 외환은행 각 지점 창구에서 협회 회원사임을 밝히면 창구직원이 협회 회원여부 및 회

비 완납여부 확인 (회원증명 서류 불필요)  

3. 지원 신청

●  지원 기간 : 2013년 12월 31일(화)까지 

●  문의 : 정책협력실 한승권 과장 (02-6000-520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 : 2013년 4월 23일(화) 14:00∼17:00, 코엑스 327호

●  내용 : 지식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규제개선 및 정책건의를 위한 업종별 종합토론을 

통해 지식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  참석대상 : 제한 없음(동일기업에서 복수신청가능), 참가비 무료

●  문의처 : 미래무역연구실(02-6000-7625)

제1기 실전 무역업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 모집

●  기간 :  2013년 5월 21일(화)~6월 25일(목) 13:00~17:00, 코엑스 4층 무역아카데미        

(주 2회 강의 및 실습) 

●  내용 : 실전 무역마케팅 강의로 1:1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진행, 수익모델, 수출마케팅, 수입마

케팅, 대금 결제 등 강의 및 실습(세부 일정 및 강의내용 www.kita.net 공지사항 참조)

● 수강료 : 90만 원 

✽ 수강생 중 희망자에 한해 무역업 창업 법인설립절차 및 거래알선 제공, 수강기간 중 인큐베이팅 사무실 무료제공

● 문의 : 무역아카데미(02-6000-5378/5379)

우대항목(아래 중 하나) 내용

외국환 과거1년 실적 60만 달러 이상 0.3%pt

신규거래선(과거6개월 여신거래 없음) 0.7%pt

영업점장 감면 1.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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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정책포럼 개최

● 일시·장소 : 2013년 4월 15일(월) 13:40~17:20, 코엑스 그랜드볼룸(1층)

●  내용 :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수출 중소기업 육성 전략 등 창

조경제와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과 방안을 모색

● 참석대상 : 제한 없음(동일기업/기관에서 복수신청 가능)

● 문의처 : 정책협력실(02-6000-5202)

아시아 개도국 공무원 초청 비즈니스 미팅 개최

● 일시·장소 : 2013년 4월 25일(목) 13:30~17:00, 코엑스

●  내용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등  참여국의 기업 

소개, 각 국가의 주요 관심사업 분야 소개, 개도국 공무원과의 개별 질의응답 등을 통해 교류협

력을 증진

● 참석대상 : 해당국가 투자, 교역 또는 비즈니스 관심기업(추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  참가방법 :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ssoyeong@

kita.net)

● 문의처 : 신흥시장실(02-6000-4999)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대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년 4월 26일(금) 13:30~17:30, 코엑스 컨벤션센터 402호

●  내용 : ‘미·중·일 주요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점검과 과제’, ‘주요 업종별 통상이슈 및 과제’를 주

제로 미·중·일 3국과 한국의 신정부 취임에 따른 통상환경 및 통상정책 변화와 당면과제를 살

펴보고 바람직한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      

● 참석대상 : 무역업계, 학계 등 150명 내외

● 참가신청 :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 참조(참가비 무료)

● 문의 : 통상연구실(02-6000-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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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고서 제목 소속실 담당자

7월

중남미 인프라 시장 동향과 수출유망품목 통상연구실 문병기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대외경제 동향과 시사점 통상연구실 명진호, 김유경

8월 중국 경기부양 동향과 對중수출 보고서 통상연구실 정환우

9월

2011년 수출의 국민경제대한 기여 동향분석실 강석기, 유선희

최근 한중일의 대미 수출과 시사점 동향분석실 김여진, 유선희

對중국수출 감소원인과 전망 통상연구실 이봉걸

섬유, 신발 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분석과 시사점 통상연구실 송송이, 이아름

한미 FTA발효 6개월 평가와 전망 통상연구실 명진호

2012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동향분석실 김여진

10월 수출기업의 한류활용 마케팅 현황 동향분석실 조상현, 강석기

11월

FTA를 활용한 농산품 수출성공사례 분석과 시사점 통상연구실 강승관

美 대선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동향분석실 홍지상, 김여진

2012년 3/4분기 수출채산성 분석 동향분석실 강석기

12월

2012년 수출입 평가 및 2013년 전망 동향분석실 홍지상

확대되는 해외직접투자, 우리수출에 득(得)인가 실(失)인가? 동향분석실 제현정

일본 총선 결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통상연구실 명진호

다시 뜨는 브라질 경제, 어떤 산업과 품목이 유먕한가? 통상연구실 문병기, 이아름

조선수출, 2013년에는 소폭 회복 기대 동향분석실 조상현

2013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동향분석실 김여진, 강석기

2013년 

1월

2013년 한국 자동차, 오프로드 환경에 대비해야 동향분석실 홍지상

세계경기침체로 불어 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 통상연구실 조성대, 배지현, 강승관

추격하는 개도국, 쫓기는 한국 동향분석실 강석기

불황기의 수출 유망품목을 잡아라 동향분석실 강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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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고서 제목 소속실 담당자

2월

인도 시장 진출 10계명 전략시장연구팀 송송이

최근 엔화 약세와 우리 수출에의 영향 동향분석실 장상식,홍지상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3년 전망(19개 경제권 68개국을 중심으로) 통상연구실 명진호

2012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남북교역팀 성백웅, 정예준

중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강화, 어떻게 대응하나? 통상연구실 정환우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출입 동향 및 시사점 동향분석실 심혜정

3월

오바마 2기 통상정책 어디로 가는가? 통상연구실 조성대, 강승관, 탁은명

한국의 수출 포트폴리오, 이대로 괜찮은가? 동향분석실 제현정

시진핑 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통상관계 통상연구실 정환우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 방안 동향분석실 장상식, 김예민

한,미 FTA 1주년 평가 통상연구실 명진호, 문병기, 조성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출경쟁력의 변화와 시사점 동향분석실 오호영, 심혜정

한국무역, 이제는  소프트파워다 -Ι. 프로세스 브랜드의 개발과 확산 미래무역연구실 조상현, 김정덕, 유선화

2013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동향분석실 홍지상

* 상기 보고서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http://iit.kita.net/)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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