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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속에 한 몫 하는 BRICs 경제 

 BRICs의 성장세 가속화와 함께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음.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으로 2002년 1월 배럴당 19.7달러에 불과했
던 국제 유가는 2003년 평균 31달러, 2004년 41달러, 2005년 56달러로 줄곧 
상승세를 보여 왔으며, 금년에도 4월 중순 이후 배럴당 70달러 전후의 고유
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동이나 알루미늄 등 다른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와 함
께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 자체의 요인보다도 세계 경제의 호조에 따른 수
요 확대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커지는 BRICs 경제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석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가속
화되고 있음.  

<그림 1> BRICs 국별 일평균 석유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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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러시아는 미국 에너지정보처(EIA) 기준이며, 기타는 한국석유공사 Petronet 

 BRICs의 석유 소비량은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 먼저 급신장하였고, 2003년 
이후 인도도 뚜렷한 증가세를,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브라질과 러시아도 
늘고 있음.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BRICs의 하루 석유 소비 증가량은 전세계 석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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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증가분의 31.1%에 해당하는 231만 배럴이었는데, 이는 한국의 연간 석유 
소비량에 해당하는 규모임.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BRICs 경제의 
성장세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유가 변화에 대한 중국의 민감도가 상대적으
로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그림 2> 세계 석유 총소비량에서 BRICs가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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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러시아는 미국 에너지정보처(EIA) 기준이며, 기타는 한국석유공사 Petronet 를 활용 

 BRICs 경제의 고성장과 이에 따른 석유 등 각종 자원 가격의 상승은 후발 
개도국의 성장세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음. 

○ 중동, 중앙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자원 보유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
되면서 BRICs와의 동반 성장을 가져오고 있음.  

○ 이러한 동반성장은 각종 자원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면서 국제 유가의 상
승 요인으로도 작용  

○ BRICs의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오일샌드 등 비 재래
식 자원의 개발이나 대체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
서 현재의 고유가 현상이 필요악적 존재라는 측면도 있음. 

자원 부족 시대 도래 가능성 

 주요 기관들은 향후 20년 동안은 석유 고갈이나 부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 미국 에너지 정보처(EIA)의 전망에 따르면 BRICs의 석유 수요는 200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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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에 연평균 3.3%의 증가세를 나타내 세계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망을 근거로 할 경우 세계 전체 석유 수요는 2025년 1억 1,920
만 배럴/일에 달할 전망임.  

○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연구 기관들은 전세계 최대 석유 생산량을 의
미하는 Peak Oil이 1.1억~1.2억 배럴/1일로, 그 도달 시점을 2030년경으로 예
상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BRICs의 확대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세계 석유 공급량
에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절대 부족 시기가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가능성은 낮음.  

<표 1> BRICs의 석유수요 전망 
(단위: 100만 배럴/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세계 BRICs 비중

2000 2.1 2.6 2.0 4.8 75.6 15.2 
2005 2.1 2.8 2.4 6.5 83.0 16.6 
2010 2.5 3.0 3.1 9.2 94.6 18.8 
2015 2.8 3.1 3.7 10.7 103.2 19.7 
2020 3.2 3.3 4.2 12.3 111.0 20.7 
2025 3.7 3.4 4.9 14.2 119.2 22.0 

자료: EIA 

<그림 3> 세계석유산업의 최대 생산량(Peak Oil) 도달 시기 
(100만배럴/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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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세계의 석유 생산은 기존 유전의 고갈과 함께 신규 유전의 개발이나 오일샌드 등 비재래식 유전의 

개발에 따른 증산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지만 원시 매장량의 한계나 투자 부족 등의 요인으로 최대  
 생산량인 Peak Oil 를 지나면 급격하게 감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다만, 최근에는 Peak Oil 

이후에도 Peak 시점의 생산량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도 있음.  
자료 : www.TrendLin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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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BRICs경제가 현재 예상대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소비 문화도 자동차, 
가전 제품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패턴으로 변할 경우, EIA 등 국제 기관들
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석유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은 지난 2000~2005년에 평균 6.1%의 석유 수요 증가세를 나
타냈지만 EIA에서는 2005~2015년에는 5.1%, 2015~2020년에는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음.  

○ EIA의 중국 석유 수요 증가세의 하락 전망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
정을 볼 때 다소 낙관적이라는 측면도 있음. 

○ 한국의 경우 경제 발전 과정이 성숙기에 접어 들어 다소 성장세가 떨어진 
시점에서도 1인당 소득 수준의 확대로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면서 석유 소비
가 급증하였음(한국의 연평균 석유 소비 증가율은 1980~1990년 6.9%에서 
1990~2000년에는 7.4%로 상승). 

○ 한국의 경우를 감안하면 중국은 한국의 1990년대와 달리 앞으로도 중화학 
공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산업적으로 석유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자동차 
보급률도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상은 석유 수
요 증가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2000~2005년 동안의 석유 수요 증가율이 4.2%를 기록한 인도의 경우도 EIA 
전망처럼 2005~2025년 수요 증가율이 3.5%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BRICs 석유 수요 과소 평가 가능성 커 

 BRICs의 2025년 1인당 GDP와 과거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및 1인당 석유 
소비량을 기준으로 BRICs의 석유 소비량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 BRICs 국가의 1인당 소득이 과거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과 같은 시점에서
는 BRICs 국가의 석유 소비량이 우리나라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BRICs 국가의 2025년 석유 소비량은 5,209.8만 배럴/일로 계산됨. 

○ 이는 EIA 전망치의 2.36배가 넘는 규모이며, 그 경우 세계 전체 석유 수요
량은 당연히 최대 생산량 수준을 넘게 됨.   

○ 물론, 향후 에너지 효율의 개선,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효과를 감안하면 같
은 소득에서도 보다 적은 석유를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BRICs의 
석유 수요량은 최대 수치로 봐야 할 것임.  

○ 다만, 현재의 국제 석유 산업의 잠재력이나 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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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man Sachs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BRICs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원 
제약이라는 조건을 극복해야 할 것만은 분명할 것으로 보임.  

<표 2> BRICs의 석유소비 급증 가능성(2025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BRICs 

인구(100만 명) 228 129 1,395 1,441 3,194 

1인당 GDP(2003년 달러 기준) 7,781 16,652 2,331 7,051 5,429 

1인당 연간 석유 소비량(배럴) 7.8 17.5 3.4 7.1 6.0 

전체 석유 소비량(천 배럴/1일) 4,891 6,213 12,967 28,027 52,098 
주: 1. 브라질의 2025 년 1 인당 GDP 는 한국의 1989 년 소득의 1.059 배, 러시아의 2025 년 1 인당 GDP 는 

한국의 2005 년 소득의 1.069 배, 인도의 2025 년 1 인당 GDP 는 한국의 1980 년 소득의 0.706 배, 중국의 
2025 년 1 인당 GDP 는 한국의 1989 년 소득의 0.959 배로 각각 평가한 후, 당시 한국의 석유 수요를 
기준으로 각국의 석유 수요를 계산했음.  

2. 1 인당 소득의 비교를 위해 한국의 1 인당 소득을 미국 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실질가격으로 환산했음.  
3. BRICs 의 1 인당 GDP 는 Goldman Sachs 의 Dreaming with BRICs, 2004 를 기준으로 했음.  
4. 인구 전망은 UN 기준임.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를 즐기고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겠다
는 BRICs나 신흥 개도국의 욕구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원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 대체 기술이나 
기타 천연자원의 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위의 수요 계산에서 전제로 한 2025년 1인당 소득이 2003년 달러 기준으로 
중국이 7,051달러, 인도 2,331달러, 브라질 7,781달러라는 수준은 최근 BRICs
경제의 고성장과 중국을 비롯한 BRICs 기업의 위협적인 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하면 그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움.  

 결국, BRICs 고성장에 대한 자원 제약이 당장 현실화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와 같은 고성장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만큼 자원이 확보되지 않는 것도 사
실임. 

○ 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고유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석유 공급이 충분하기보다는 BRICs의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 비
재래식 천연자원의 개발 및 새로운 대체 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
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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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동, 인도, 베트남 – 소비 시장 매력 상승∗ 

 이머징 마켓 중에서 인도, UAE, 사우디 아라비아 소비 시장의 성장이 두드
러지고 있으며, 중남미 시장 역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현대식 소매 업체 진입 비율은 28%로 동유럽의 42%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아직도 아시아 소비 시장의 성장 여력이 크다
는 전망을 가능케 함. 

○ 특히 최근 오일 머니로 인한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중동 시장과 소비 회
복세를 보이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01~2005년까지 가파른 소비 시장 성장세를 보여온 동유럽 지역은 과거 급
격한 성장세에서 안정적 성장세로 돌아서며 소비 시장 성장은 다소간의 하
향세를 보임. 

 베트남 소비 시장은 최근 1~2년 사이 제2의 인도로 비교될 정도로 급성장 
하고 있음.  

○ 8천4백만 인구 중 절반이 30세 이하인 베트남의 젊은 인구 구조가 큰 매력
으로 작용 

○ 절대적 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2005년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16% 상승하
였고, 현대식 매장의 매출액도 20% 상승하는 등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
력 충분 

○ 빠른 시장 성장세뿐 아니라 소규모 점포들로 구성된 소매시장 구조 및 소매
시장 분야로의 높은 진입 장벽 등 베트남 소비 시장은 인도와 유사한 측면
이 강함. 

○ 하지만 복잡한 관료주의 및 행정 장벽을 뚫고 JV 등 다양한 형태로 남들보
다 빨리 진출한 한국 Lotte, 하노이 시에 진출한 프랑스 Bourbone, 독일 
Metro, 미국 Costco 등은 시장의 열매를 즐기고 있음. 

 중동 지역은 최근 5년 사이 동유럽 다음으로 가장 높은 소매시장 성장률을 

                                                           
∗ A.T.Kearney, Emerging Market Priorities for Global Retailers, 2006의 내용을 주로 참고함. 

트렌드 이머징 소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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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음. 

○ 동유럽 국가들은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어 소비 시장 성장이 점차 둔화
되고 있지만, UAE,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고유가 지속으로 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앞으로도 소비 시장이 계속 성장해 나갈 전망임. 

○ 특히 작년 사우디 아라비아는 작년 WTO 가입으로 소매업 진출 외국인 지
분을 51%까지 허용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Carrefour, Marks & Spencer, AS Watson, Panda 등 현재 대부분의 유명 외국 소
매 전문 업체들이 중동 주요국에 진출해 있으며, IKEA 등도 진출을 서두르
고 있음. 

○ 다른 중동 지역은 다른 이머징 소비 시장에 비해 특정 업체에 소매 시장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Big 5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11%에 머물고 있음.  

<그림 4> 2006년 소비시장 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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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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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장 잠재력(100=고, 0=저), 컨트리 리스크(100=안정, 0=불안정) 
자료: A.T.Kearney, Emerging Market Priorities for Global Retailers, 200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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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지역별 소비 시장 동향 

  (1) 인도   

 현재 3천3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도 소비 시장은 현대식 소비 시장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도 5천5백억 달러 수준으
로 성장할 전망임. ∗ 

○ 아직은 가족 경영의 소규모 영세 상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
차 잘 조직된 현대식 소비 시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 현재 전체 소비 시장의 2% 규모 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한 10대 대형 소매 
업체들의 비중이 향후 5년 이내에 1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현재는 슈퍼마켓 형태가 가장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 
할인점 또는 하이퍼 마켓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며, 도심을 중심으로 한 대
형 쇼핑몰의 등장도 이러한 추세에 한 몫 하고 있음. 

 인구 구조, 교육의 확대, 소득의 증가 등은 소비 시장의 성장뿐 아니라 다양
화를 이끌어낼 것임. 

○ 전체 인구의 1/4이 20~34세이며, 이들은 대중매체의 확산에 따른 외부 세계
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소비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 2010년에는 전체 가구의 49%가 중간, 고소득 계층으로 등장하며, 이들은 양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 이동할 것임. 

○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며 문맹률 하락 및 선진 교육에 대한 열
기가 높아지며,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일수록 소비를 비롯한 각종 선진적 
시스템 흡수에 적극적 자세를 보임. 

중산층 소비의 원동력 - 신용판매 

 IT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들 중산층의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신용
판매의 확대임.  

○ 은행에 의한 소비자 금융, 신용카드, 할부 판매 등 소비자 신용 잔액은 2003
년까지 10%대의 신장률에 그쳤지만 2004~2005년에는 41%로 확대  

                                                           
∗ Ernst & Young, Doing Business in India, 2006의 내용을 주로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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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디트 카드 발급 규모도 2003년 약 2,700만장에서 2004년 4,300만장으로 
증가  

○ 이와 같은 소비자 신용 확대는 2004년 대인도 직접 투자의 약 6.3배에 해당
하는 해외 거주 인도인의 막대한 송금액이 인도 금융기관에 축적되었기 때
문임. 

○ 풍부한 자금 확보를 바탕으로 최근 8년 동안 인도의 금리는 계속 떨어졌고, 
또 이런 금리 하락은 소비자 신용을 팽창시키는 역학을 함.  

 인도 자동차 업계의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멀티 자동차사의 겨우, 
자동차 구매자의 소비자 금융 활용 비율이 1990년대 중반 약 50% 수준에서 
2005년 약 80%로 확대  

○ 가전 업체들도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 금리 조건을 확보하여 고객에 
대한 저금리 할부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금융의 확대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위험한 사태가 초래
되겠지만 인도의 경우 IT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근로자의 급여도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어 어느 정도 구매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음.  

4천만 고소득층을 공략하는 일본 기업∗ 

 인도의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연간 세대 수입이 50만엔 이

상인 가구’라는 분류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  

○ 이 계층은 경차를 할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TV, 휴대폰 정도는 
큰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을 갖고 있음. 

○ 사실, 인도 휴대폰의 가입자 수는 최근 3년간 6.2배나 확대돼 9,0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오토바이의 판매 대수도 연간 11~15%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
이고 있음.  

 연간 가계 수입이 130만 엔을 넘는 부유층 가계 비중도 2001년 1.4%에서 
2009년 4.6%로 확대됨.  

○ 인도 전체 가구 수는 1,000만 세대이기 때문에 인구 기준으로 약 3,000만
~4,000만 명이 고급 소비재의 구매층이라고 할 수 있음.  

                                                           
∗ 日經ビジネス, 2006.5.8; India Now, Vol. 2, Issue 6, 2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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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도의 소비 붐을 활용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도 고급화 전략을 앞세
워 인도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히타치 제작소의 경우 일반 제품보다도 20~40% 비싼 고급 에어컨의 판매에 
주력, 부유층의 일정한 지지를 확보  

○ 소니는 수입 고급 제품을 앞세워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주력, ‘ SONY 
Exclusive'라는 브랜드 체인점을 최근 2년 동안 170개 점포로 확대  

○ 소니 인도의 사카모토(坂本桂一) 사장은 인도의 세대 수입 상위 2.9%에 해
당하는 600만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을 개척하겠다고 말하고 있음.  

 한편, 수입이 넉넉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 시장은 규모는 확
대되고 있으나, 제품의 가격 수준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인도 소비 시장은 내구재, 비내구제 부문 모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
는 상황이며, 공급이 타이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
시키고도 남는 상황 

○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점점 더 저렴한 양질의 제품
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어, 심지어 일부 제품들은 2~3년 전 보다 가격 수
준이 내려가는 현상도 나타남. 

○ 전체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소비자들은 주로 시골 농장에서 일
을 하며 급여를 일급으로 받고 있어 적은 규모의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소규모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2) 러시아 

소비 시장 성장세 3~5년 지속 후 성숙기 진입할 전망 

 3천5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러시아 소비자 시장은 3~5년간은 현재와 같
은 고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이후 성숙기에 접어들며 완만한 성장세로 전
환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매년 15~20%의 매출 및 수익 성장
을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장의 성장에 따른 대규모 투자를 계속 진행 

○ 비즈니스에 눈을 뜬 러시아 ‘젊은’ 기업들은 공격적 시장 전략으로 외국 기
업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소비 시장 성장에 활력으
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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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수익 중 일부가 러시아 산업으
로 재투자되면서 경제 성장 및 구매력 성장에 기여 

<표 3> 2005년 러시아 주요 소비 시장 규모 추산 
 

구  분 규  모 비  고 

명  품 200억 달러 이상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발생 

자동차 300억 달러 이상 유지, 보수 비용 포함 

가  전 130억 달러 GFK Russia 자료 

이동통신 85억 달러 - 

유선통신, 인터넷 등 40~50억 달러 - 

주  류 210억 달러 - 
주: 1. IMSG 가 추산한 시장 규모는 러시아 통계청 자료보다 20~30% 가량 큰 수준임. 

2. 가전은 GFK RUSSIA 추산액 
자료: IMSG, Russian Economic Overview, Mar. 2006 

 가처분 소득 비율이 70%를 넘는 러시아 국민들의 구매력과 현대식 소매 시
장의 결합은 러시아 소비 시장 발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오일 달러의 영향으로 국민 소득이 계속 증가하여 공식 통계상의 작년 1인
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를 넘었으며, 실질 소득 수준은 이를 능가함. 

○ 모스크바, 쌍트 페테르스부르크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규모 상점의 
감소 및 할인점의 증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도 점차 확산  

<그림 5> 형태별 모스크바 소매 업체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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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C Nielson, Компания, 2006.4.24, p.3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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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5년 러시아 Top 10 소매업체 
 

업체명 매출액(억 달러) 업종 매장수 

Eldorado 
Evroseti 
Tander 

Pyaterochka 
M.Video 

Perekrestok 
Svyaznoy 

Dixy 
7th Continent 

Auchant 

30.0 
26.0 
18.1 
13.6 
12.0 
11.9 
10.5 
8.6 
8.6 
7.5 

전자제품 
이동통신 대리점 

식료품 
할인매장(식료품) 

전자제품 
수퍼마켓 

이동통신 대리점 
식료품 

하이퍼 마켓 
하이퍼 마켓 

369 
3,111 
1,505 
326 
58 
120 
894 
218 
111 
7 

자료: Секрет Фирмы, No.10(145), 2006.3.13, P.30; http://www.retail.ru 

 대형 소매 체인점들간의 M&A, 대규모 신규 투자 등 러시아 소매 업계는 대
형화 바람이 불고 있음. 

○ 러시아의 대표적 식료품 소매 체인인 Pyaterochka와 Perekrestok간의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들은 2008년 60억 달러의 매출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대형 소매업자들은 특정 도시의 타사 체인망을 통째로 인수하거나, 경
쟁 업체의 매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소비 시장의 New Trend-소비자 신용 

 불과 4~5년 전만해도 소비자 신용(Consumer Credit)은 매우 생소한 용어였지
만, 현재는 러시아 소비 시장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러시아 중앙 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말 17억 달러에 불과하던 소비 신
용 규모는 2005년 말 28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2005년 소비자 신용은 전년 대비 77%나 증가 

 자동차, 가전을 중심으로 신용 판매는 더욱 늘어날 추세임. 

○ 2000년에는 개념조차 없었던 자동차 판매용 대출이 2005년 45~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판매액의 20~25%에 달하는 수준 

○ 가전 제품 역시, 주요 유통망과 은행간 제휴를 통한 신용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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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비자 신용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며, 국내외 은행에서는 중산층을 
겨냥한 신용 공급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 신용은 더욱 확산될 
전망 

 

(3) 중남미 

브라질 인구의 6%는 연평균 가구 소득 38,000 달러 이상 

 브라질 경제 규모는 GDP 면에서 2005년 기준으로 세계 13위(7,926억 달러)
이지만, 구매력을 의미하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는 세계 9위
(1조5,680억 달러)에 해당함. (Global Insight; CIA, The World Factbook) 

○ 이는 브라질 국내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
격 상승 등으로 브라질의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된 반면, 레알화 가치는 상
대적으로 덜 절상되었기 때문임. 

○ 브라질의 PPP 기준 GDP는 한국은 물론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보다 
높은 수준임. 

■ 브라질 소비 시장을 사회 경제 계층별로 분류한 ANEP(Associação Nacional 
das Empresas de Pesquisa)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계 소득이 연간 38,000달러 
이상인 A급(A1 및 A2) 계층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하는 1,092만 
명 정도로 추산 

<표 5> 사회 경제 계층(SEC)별 가계 소득 및 인구 비중(2004년) 
 

사회 경제 계층 연간 가계 소득(달러) 인구 비중 

A1 65,000 1% 

A2 38,000 5% 

B1 23,000 9% 

B2 14,000 14% 

C1 11,000 9% 

C2 7,600 27% 

D 3,500 31% 

E 1,700 4% 
자료: Associação Nacional das Empresas de Pesquisa, http://www.anep.or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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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석은 가전 제품 소유 상태와 교육 수준을 고려해 가중 합산한 
SEC(Social Economic Class)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렬한 결과임. 

○ 특히 브라질 소비 계층의 상위 1%에 해당하는 A1 그룹의 경우, 연간 가계 
소득이 65,000달러로 추산됨. 

 A급 계층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 형태는 대부분 넓은 평수의 고급 단독 주택이나 최고급 아파트임. 

○ 이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자녀들을 대부분 사립 학교에 보냄. 

○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여성의 가계 기여도와 지출 결정권이 높은 편임. 

과시적 소비 보다 이성적 소비를 중시하는 브라질 소비자 

 브라질 소비자들은 오랜 자본주의 전통의 영향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 달리 
타인의 이목을 고려한 과시나 체면 중시의 구매 비율이 적음. 

○ 브라질 소비 시장에서는 이런 구매 비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소유물을 통한 성취 표현 욕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그림 6> 소유물을 통한 과시 비율(%) 

86
94

109
123

150
163

브라질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주: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이룩한 것을 보여준다”라는 명제에 대한 국별 동의 비율 
자료: 2005 Roper Center, ‘브라질 소비자 특성 및 마케팅/광고 전략(김희범)’에서 재인용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이성적인 구매 행태를 나타내며, 이런 특성은 공산품
과 범용 제품일수록 더욱 두드러짐. 

○ 따라서 고급 제품이 성공의 척도라는 점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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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은 전체 브라질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205만 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됨. 

○ 브라질은 경제적 혼란을 많이 겪었던 탓에 장기적 안정에 대한 기대가 약해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잘 이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 소비 시장의 활력이 
약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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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RICs∗ 

BRICs 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 CEO들의 시각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는 확실하며, BRICs 등 이머징 마켓으로 진출하는 것
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BRICs 경제권에서의 사업에 대해 매우 적극
적임. 

○ BRICs 시장에 대한 진출 목적은 현지 공장 건설, Out-sourcing, 인재 채용 등
을 통한 단순히 비용 절감 추구형 투자가 아닌 신규 고객 창출을 우선 고려
한 전략적 진출임. 

○ BRICs 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규제, 무역장벽 및 보호주의, 
정치적 불안정, 사회 문제 등임. 

○ 그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78%의 글로벌 기업 CEO들은 3년 이내에 신시
장 개척 계획을 갖고 있음. 

○ CEO의 절반 가량(55%)은 대부분의 자원을 중국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인도(36%)·브라질(33%)·러시아(27%)보다 높은 수치임. 

○ 특히 응답자의 58%는 중국에 사무소를 열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러시
아(48%) 인도(44%) 브라질(35%)보은 수준임. 

 기업이 속한 지역, 국가에 따라 시장 선호도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 

○ OECD 국가의 거대 기업 CEO들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CEO들보다 중국·인도
·러시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심을 보임. 

○ 남미, 아태 지역의 기업 CEO들은 각각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근접 이웃 효과(nearest-neighbor effect)’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OECD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쟁력에 대한 확신이 갖추었기 때문인지 지
역적 고려를 떠나 BRICs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을 보임. 

                                                           
∗ PWC, 9th Annual Global CEO Survey, Jan. 2006 (45개국 1410명의 CEO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자료) 

이머징 마켓의 비즈니스 기회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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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의 발전과 BRICs의 성장은 리스크의 증대라는 복잡성(Complexity)을 
수반하지만, 이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임. 

○ 복잡성의 원인에는 상업적 행위, 예컨대 신제품 및 서비스의 런칭, 신시장에
서의 사업,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아웃소싱, 지정학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음.  

○ 이러한 복잡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조직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CE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임. 

○ 호주의 한 CEO는 때로는 복잡성을 긍정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함. 

BRICs 국가 CEO들의 BRICs 경제 평가 

 

<BRICs 국가 CEO들의 자국 경제 평가> 
 

* 브라질 보토란팀사의 라울 칼팟 이사: “정권 바뀌어도 거시 경제 기조 유지될 듯” 
- “예전에 비해 더 개방됐다. 수입 관세 하락으로 인해 해외 진출도 쉬워졌다. 환율 자유화와 
시장 경제 촉진책은 글로벌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 리리후이 Bank of China 은행장: “외국 자본 및 기업의 러시는 중국 은행에 오히려 이득” 
- 외국 금융 자본의 중국 진출은 중국 금융기관의 시장 대응력 향상에 오히려 촉매제로 작용할 
것임. 

* 인도 사트얌 컴퓨터 서비스사의 라마링가 라주 회장: “대졸자 200만 엔지니어 5만 인재  
풀 탄탄” 

- 인도 IT인력의 인건비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숙련된 기술자의 공급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도IT인력의 경쟁력은 지속될 것임.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의 CEO들은 자국 경제가 보유한 최대의 경쟁 우
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는데, 외국인들의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
어 보임. 

○ 중국: 정치 및 제도적 안정성, 지정학적 안정성 

○ 인도: 시장 경제 정착,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 제도 

○ 러시아: 양질의 노동력과 생산성, 소비 시장 매력 

○ 브라질: 양질의 노동력과 생산성, 정치 및 제도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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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경제의 최대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는데, 중국, 인도보
다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러시아, 브라질의 CEO들이 자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낮다고 응답한 것은 다소 의외임. 

○ 중국: 불공정한 사법 제도, 시장 경제 미정착 

○ 인도: 낮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소비 시장으로서의 낮은 매력 

○ 러시아: 불공정한 사법 제도, 낮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 

○ 브라질: 크지 않은 소비 시장 규모, 낮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 

2. 인 도 

최하층민 의무 고용 쿼터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인도 정부는 교육을 받은 최하층 계층의 일정 비율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
용하는 의무 고용 쿼터제를 구상하고 있어, 향후 외국 기업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인도에서 활동 중인 대부분의 국내외 기업들은 정부의 구상에 대해 기준 이
하의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및 인도 투자에 대한 국제적 신인
도 하락이 유발될 것을 우려 

○ 인도 하층 계급은 정부 및 공공 부분 20% 의무 고용제를 1950년부터 주장
해왔는데, 비록 이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상당 
수의 하층 계층들도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진출하고 있음. 

○ 한편 의무 고용제를 통해 공직에 진출해 있는 최하층 출신 공직자들은 이러
한 의무 고용 쿼터제 적용 범위의 확대로 자신들이 누리던 특혜의 폭이 줄
어들까 고민하는 이기적 모습을 보이기도 함. 

 인도 정부는 기업 취업뿐 아니라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최하층 입학 쿼터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최하층민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 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인도 정부는 1950년부터 의료·기술 전문
대학에 22.5% 최하층민 입학 쿼터를 배정해 최하층민의 대학 입학을 지원하
고 있었는데, 지난 3월부터는 기존 쿼터에 27%를 추가 배정키로 함. 

○ 이번 정책은 최고 명문 대학인 인도공과대(IIT)와 인도경영대학원(IIM),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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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IIMS)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라 향후 인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하지만 의사, 의대생들은 정부의 최하위계층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 

 기업 및 대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의 고른 성장, 사회 불평등 시
정이라는 정부의 목표 하에 의무 고용 및 입학 쿼터제는 관철될 전망임. 

○ 의무 고용 및 입학 쿼터제 확대 법안이 최종 입법화되기 까지는 다소간의 
마찰이 있긴 하겠지만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싱 총리의 강한 의
지에 따라 쿼터제는 계속 강화될 전망 

○ 정부는 쿼터 소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
를 고려하고 있음. 

○ Wipro 등과 같은 인도의 선도적 기업들은 쿼터제의 시행에 대비해 하층민 
중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동안 관
심을 기울이지 않던 기업들도 이제는 직원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등 서서히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소매 시장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추세 

 현재까지는 외국 업체의 소매시장 진출에 대한 인도 정부의 규제로 인도 소
매 시장에 외국 소매 전문 업체의 진출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올 초 인도 
정부는 단일 브랜드 외국인 소매 업체의 지분을 51%까지 인정한다는 내용
을 발표 하는 등 점차 규제 완화 조치를 펴고 있음. 

○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외국 소매 
업체들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 확보가 불가 

○ 정부의 지분 제한 정책으로 METRO, Marks and Spencer, McDonalds 등 대부분
의 외국인 소매 업체들은 도매상 또는 프랜차이즈 형태로만 활동하고 있음. 

○ 올 초의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Wal-
Mart, Tesco, Carrefour 등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는 외국 대형 소매 업체들은 
아직도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 

○ 하지만 이러한 관련 규제들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문 외국 업
체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 지면서 소비 시장 규모도 계속 확대될 전망임. 

 시장 개방으로 외국 진출 업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능한 Local 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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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선정 및 그들과의 관계 유지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
음. 

○ 인도에 기진출한 외국 소매 업체 중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Local sourcing 업체에게 생산성 향상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Local sourcing 업체에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 주는 등의 Win-Win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것임. 

○ 2003년 인도에 진출한 독일의 Metro Cash & Carry는 전체 판매 제품의 95%이
상을 현지 조달하고 있음. 

○ 식료, 건강 미용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RPG Retail은 콜리플라워 공
급 농장에게 생산 과정 중 버려지는 생산물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유도하여 
현지 공급 업체의 생산성 증대를 유도하였고, 또한 150여 개의 계약 농장에
게 공정한 매입가에 따른 현금 결제와 약속된 구매 일정을 지켜줌으로 안정
적 제품 수급을 확보할 수 있었음. 

3. 러시아 

고가 모델로 대세 굳어진 러시아 휴대폰 시장 

 휴대폰이 소개되던 1990년대 후반 저렴한 단말기 위주의 판매 패턴에서 최
근 러시아 휴대폰 시장은 300달러 이상의 고가 제품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완연해졌음. 

○ 전년 대비 2005년 가격대별 휴대폰 판매대수 증가율을 볼 때, 400달러 이상
의 초프리미엄 단말기 판매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도 
3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급 제품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짐. 

○ 반면 200달러 미만의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판매 증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나타났으며, 특히 100달러 미만의 초처가 단말기는 마이너스 증가율
을 나타냄. 

○ 가격대별 제품 구성 측면에서는 200~299달러 가격대의 제품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급 이상의 단말기 역시 이에 못지 않은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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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5년 가격대별 휴대폰 단말기 판매 증가율(%) 

-14

6

36

51

69

86

초저가 저가 중가 고가 프리미엄 초프리미엄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 
                  2. 초저가(100 달러 미만), 저가(100-140 달러), 중가(140-200 달러), 고가(200-300 달러),  
                        프리미엄(300-400 달러), 초프리미엄(400 달러 이상) 

자료: http://www.sotovik.ru 

 Nokia, 삼성, Sony Ericsson은 3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급 제품에 집중하고 있
는 반면, LG와 Motorola는 200달러대 제품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양상을 보
임. 

<표 6> 가격대별 브랜드 구성비(%) 
 

200~299 달러 300~399달러 400달러 이상 

Nokia 
Samsung 
Motorola 

LG 
Pantech 

Fly 
Siemens 

Sony Ericsson 
Voxtel 
기타 

15.08 
12.4 
10.8 
9.21 
8.77 
7.47 
6.02 
5.58 
4.5 

20.16 

Samsung 
Nokia 

Sony Ericsson 
Pantech 

LG 
Motorola 
Panasonic 

Voxtel 
Sharp 
기타 

22.49 
19.46 
10.71 
6.28 
5.67 
5.54 
5.17 
3.82 
2.09 
15.76 

Nokia 
Samsung 

Sony Ericsson 
Qtek 

Motorola 
LG 

NEC 
I-mate 

Pantech 
기타 

37.58 
13.81 
10.17 
8.99 
3.1 
2.36 
2.14 
2.03 
1.93 
18.88 

자료: http://www.mobile-review.com 
 

○ 400달러 이상의 초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Nokia 제품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 Sony Ericsson은 200달러 미만 제품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300달러 이상의 
제품군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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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Motorola는 3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급 이상 제품의 비중이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중남미 

약점 드러낸 브라질 치안 문제 

 5월 12일 상파울루의 대표적 폭력 조직인 PCC(Primeiro Comando da Capital)에 
의해 촉발된 소요 사태는 지난 수 년 간에 걸친 브라질 정부의 사회 제도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안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줌. 

○ 경찰서 습격, 교도소 점거 등 공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침탈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사태로 경찰, 간수 등 공무원 40명을 포함해 총 172명의 사망자(공식 
집계치) 발생 

 특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파울루 주지사가 해당 폭력 조직 우두머
리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대중적 
처리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Claudio Lembo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공권력 지원을 거부하고 상파울
루시의 독자적인 해결을 고집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이 브라질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불안한 
치안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 환경 평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은 연간 총기 사망자 3만8천명, 강도 발생 건수 68만 건에 이를 정도
로 치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 

멕시코 금리 최저치 기록 

 멕시코의 기준 금리인 Cetes(28일 만기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2004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95%를 기록함. 

○ 미국 연방 금리와의 격차가 거의 2%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 자본 유
출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페소화가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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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반적으로 멕시코 경제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실
질 성장률은 3.3%, 물가 상승률은 3.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 결과, 멕시코의 수출자유지역인 마낄라도라에서 취업률이 빠르게 높아지
고 있음.  

○ 취업률에 있어서도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1.8%, 숙련 노동자의 경우 5.2%가 
증가함. 

5. 동남아 

세계로 진출하는 동남아 브랜드∗  

 동남아시아의 현지 브랜드가 각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음.  

○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투자를 수용하며 생산 기지로서 발전해온 동남
아 국가들이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를 통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이제는 낮은 가격만을 내세우는 전략에서 탈피, 품질이나 감성, 기술을 발전
시키며 부가가치를 확대하여 구미 및 중국 시장 등으로 진출하고 있음. 

○ 필리핀의 여성용 캐쥬얼 의료 브랜드인 ‘카미세타’는 미국 영토인 괌 등
에 있는 2개의 해외 점포를 2008년까지 40개로 늘릴 계획  

○  싱가폴의 건강 식품 기업인 ‘Eu Yan Sang’은 한방약에서 독자 브랜드 제
품을 출시,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등에 진출, 일본 진출도 모색 중이며, 가
전 브랜드인 AKIRA는 각국의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 받으면서 독자 브랜
드로 TV, DVD 등을 동남아, 중국, 구미 등 약 60개 국에 수출  

 정부의 지원도 브랜드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 합동으로 ‘Bangkok Fashion City Project’를 2004
년부터 개시  

○ 국내외에서 태국 브랜드의 패션쇼를 개최, 디자이너 전문학교의 설립도 정
부가 지원하면서 일본, 유럽, 미국의 유력 바이어를 초대하여 태국 기업과의 
상담도 추선  

 

                                                           
∗ 일본경제신문, 2006.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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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동남아시아의 신흥 브랜드  
 

국 가 브랜드 기업 사 업  내 용 

SingTel SingTel 
- 싱가폴 이동 통신 업체 
- 동남아, 인도, 홍콩, 호주 등에 투자 
- 시가 총액 262억 달러, 순이익 19억 달러 

Eu Yan Sang
Eu Yan Sang 
International 

- 영양보조식품, 한약재  
-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등에 진출 
- 국내외에 약 110개 점포 

싱가폴 

AKIRA TT International 
- TV, DVD 등 생산 
- 동남아, 중국, 구미 등 약 60개국 수출 

Petronas Petronas 
- 31개국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 사업 진행(일 생산량 75만 
배럴) 

- 석유화학, 유통, 물류 등 석유 관련 사업 전개 

Top Glove Top Glove 
- 고무장갑 
- 약 170개국에 진출, 세계 시장 점유율 18% 

말레이시아 

화 타이 화 타이 
인더스트리즈 

- 쿠키 등 과자류 제조, 판매 
- ASEAN,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제품의 40%를 수출 

태  국 레드 불 크라틴 덴 음료
- 스태미너 음료 생산, 판매 
-  2005년 약 130개국 24억 개 판매  

필리핀 카미세타 Shops Manila 
- 여성용 캐주얼 의료 
- 두바이, 바레인 등에 진출 예정  

자료: 일본경제신문, 2006.5.15 등 

6. 아프리카 

구리 광산 개발로 급성장 중인 잠비아 

 구리 광산 업체에 대한 과감한 사유화를 단행한 잠비아 정부는 최근 구리 
가격 상승으로 경제 부흥의 기회를 맞이함. 

○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인구 1,100만 명, 1인당 GDP 600달러 수준의 
잠비아는 최근 3년간 5%대의 높은 성장을 보였고, 세계 경제 분석 기관인 
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10년까지도 5%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 잠비아는 아프리카 최대 구리 매장, 생산국으로 1,900만 톤의 매장량을 가지
고 있으며 이는 세계 10위권에 해당  

○ 1970년대 연 70만 톤 이상에 달하던 잠비아의 구리 생산량은 국영 독점 업
체의 부실 경영, 인프라 투자 부진, 구리 가격 하락으로 2000년에는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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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5만 톤 이하로 급감. 

○ 2000년 잠비아 정부는 과감한 민영화 및 외국 기업 자본 유치로 2004년 43
만 톤 수준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으며, 2008년에는 90만 톤 생산을 목
표로 하고 있음. 

 구리 가격 상승으로 외국 업체의 적극적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2001년 1,319달러/톤이던 구리 가격이 5월말 현재 8,800달러/톤으로 상승 

○ 대표적 외국 자본은 인도의 Vedanta Resources사로 잠비아 최대 구리 생산업
체 KCM(Konkola Copper Mines)을 인수하여, 호주의 Equinox Minerals사를 개
발업자로 끌어들이며 8억 달러 구리 광산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 캐나다 First Quantum Minerals도 작년부터 Kansashi 구리 광산에서 구리 생산
을 시작했고, 중국 국영 업체도 Chambishi 구리 광산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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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징 마켓 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머징 마켓의 펀더멘탈은 아직 견고 
(Financial Times, 2006.5.30 등) 

○ 인도, 러시아, 중동 등 이머징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조정은 '유동성 쇼크'일 뿐이며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유입은 여전히 
견고하며(Merrill Lynch, Credit Swiss), 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 위기와 같은 
도미노식 붕괴 가능성은 낮음. 

 카자흐스탄, 육상 파이프 통해 중국에 원유 공급 시작 
(Izvestia, 2006.5.23) 

○ 카자흐스탄 아타스에서 중국 신장(新疆)의 아라산커우(阿拉山口)를 잇는 960
㎞ 길이의 송유관을 통해 중국은 연간 7,30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받게 됨.  

 동남아, 바이오 연료의 개발·생산에 주력 
(日本經濟新聞, 2006.5.8) 

○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성장세 하락과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동남아 각
국은 자국 농업 자원을 활용해서 팜유(Palm oil)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유나 
옥수수를 활용한 에타놀 등 대체 연료의 개발과 생산에 박차 

 BRICs 추격하는 ASEAN 후진국 
(週刊ダイヤモンド, 2006.5.20) 

○ 중국 리스크 분산 전략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의 경제 
호조에 자극 받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최근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바탐섬 공업단지에는 일본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머징 마켓 주요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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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 > 주요 이머징 마켓 환율 동향 
 

국 가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5.25 절상률(%)

남아공(ZAR/USD) 11.64 8.95 6.52 5.75 6.35 6.24  1.6  

러시아(RUB/USD) 30.2 31.86 29.42 27.92 28.81 27.06  3.3  

말레이시아(MYR/USD) 3.8 3.8 3.8 3.8 3.78 3.60  5.5  

멕시코(MXN/USD) 9.16 10.22 11.25 11.21 10.62 11.05  -0.7  

베네수엘라(VEB/USD) 752.82 1,324.14 1,598.14 1,959.57 2,147.82 2147.60  0.0  

베트남(DNG/USD) 15,106 15,396 15,658 15,773 15,903 15929.00  -0.5  

브라질(BRL/USD) 2.36 3.63 2.92 2.72 2.28 2.32  5.7  

사우디(SAR/USD) 3.75 3.75 3.75 3.76 3.75 3.75  0.0  

슬로바키아(SKK/USD) 48.29 40.98 33.47 29.07 31.95 29.39  4.6  

아르헨티나(ARS/USD) 1 3.52 2.96 2.97 3.01 3.06  -5.4  

알제리(DZD/USD) 75.46 78.62 68.4 71.96 72.11 69.57  3.2  

이집트(EGP/USD) 4.42 4.62 6.16 6.21 5.75 5.76  0.7  

인도(INR/USD) 47.88 48.11 45.55 43.9 45.61 45.01  -3.5  

인도네시아(100IDR/USD) 102.73 89.23 84.88 92.26 98.65 8942.20  5.9  

중국(CNY/USD) 8.28 8.28 8.28 8.28 8.07 8.01  3.3  

체크(CZK/USD) 36.34 30.61 26.32 22.9 24.46 22.18  7.4  

태국(THB/USD) 43.93 43.31 39.73 39.24 41.11 37.88  5.1  

터키(TRY/USD) 1.46 1.59 1.43 1.4 1.35 1.40  -2.3  

폴란드(PLN/USD) 4.02 3.91 3.79 3.1 3.25 3.04  8.2  

필리핀(PHP/USD) 51.77 53.49 55.43 56.2 53.59 51.93  4.6  

헝가리(HUF/USD) 276.98 231.68 215.48 183.8 213.04 205.84  -3.5  

UAE(AED/USD) 3.67 3.67 3.67 3.68 3.67 3.67  0.0  

주: 당해 년도 12 월 평균 환율 
    절상률인란 미달러화에 대한 해당국 화폐의 가치가 상승함을 의미 

절상률은 전년 동월 대비 
터키는 2005 년 1 월 1 일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100 만대 1 비율)하였으며, 2004 년까지의 환율은 화폐 개혁 
이후의 단위로 환산한 것임. 

자료: Pacific Exchange Rate Service(http://fx.sauder.ubc.ca/) 

부록 표나 그림으로 보는 이머징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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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 G7을 능가하는 BRICs의 외환보유액(억 달러) 

중국 8,750

러시아 2,058

인도 1,516
브라질 598

12,922
12,539

G7BRICs
 

주: 2006 년 3 월 기준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06.5.4 

 

 

<그림 ii>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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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DP 에 대한 비중 
자료: 러시아 통계청, Smart Money, 2006.5.15, p. 6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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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 BRICs 국가들의 R&D 거점화 매력 비교 
 

국 가 지적재산권 보호 지리적 근접성 연구의 질 평균 임금 활용 매력도 
순위 

△ X ○ △ 
브라질 

조건부 보호 불 편 외자 진출로 
기술력 향상 추세

1,348달러 
(깜삐냐스) 

3위 

X △ X △ 

러시아 
매우 미비 불 편 

민간으로 기술 
이전 지연, 학술 

연구 중심 

900~2,500달러 
(모스크바) 

4위 

△ △ ○ ○ 

인도 향후 주시할 
필요 불 편 

많은 실적 축적, 
제약 및 제네릭 
분야 기업 확대 

317~387달러 
(뉴델리) 

1위 

△ ○ △ ○ 

중국 
실효성 미약 편 리 

대부분 국영 연구 
기관이며 민간 
연구 기관 적음. 

269~601달러 
(베이징) 

1위 

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분석 자료 
자료: 일경 바이오비즈니스, 2005.10, p. 87  

<표 iii> CIS(독립국가연합) 소매 거래량 증가율(%) 
 

국 가 2001 2002 2003 2004 2005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러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 도 바 
러 시 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110 
116 
128 
106 
116 
106 
115 
111 
102 
132 
110 
115 

110 
116 
112 
104 
108 
109 
134 
109 
118 
132 
102 
116 

111 
115 
110 
109 
110 
111 
118 
109 
125 
128 
105 
120 

113 
111 
112 
107 
118 
117 
106 
113 
123 
N.A. 
105 
120 

113 
109 
119 
113 
112 
113 
105 
112 
110 
126 

1091* 
122 

평균 112 110 110 113 113 
자료: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