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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 서비스 무역 동향

1 서비스 산업 및 무역의 개념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의 고유특성인 무형성, 소멸성, 동시성, 이질성 등으로 

인해 그 정의와 범위가 표준화되지 않아 업종 분류가 기관별, 국가별로 상이
* WTO의 GATS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서비스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개념 연관산업

무형성
(Intangibility)

만지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유형적 대상이 아니
어서 실체를 인지할 수 없음

대부분의 서비스
(금융, 통신, 의료 등)

소멸성
(Perishability)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저장할 수 없음 호텔(객실), 비행기(티켓)

동시성
(Simultaneity) 생산 과정에서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짐

면대면 서비스
(도소매, 음식, 개인서비스 등)

이질성
(Heterogeneity)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
질수준이 항상 일정할 수 없음

지식기반서비스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

자료 : 박정수(2015)

● WTO(GATS)는 서비스 분류목록(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에서 

서비스업을 총 11개 부문(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및 

사회, 관광, 문화·오락·스포츠, 운송 등)으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부터 국제 및 

외국기관(U)까지 16개 부문을 서비스업으로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부산업분류>
구 분 산업분류

1차 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2차 산업

B 광업(05~08)
C 제조업(10~3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F 건설업(41~42)

서비스업
(3차 산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G 도매 및 소매업 (45~47)
H 운수 및 창고업 (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J 정보통신업 (58~63)
K 금융 및 보험업 (64~66)
L 부동산업 (68)
M 전문,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70~7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P 교육 서비스업 (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자료 :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 고시 제2018-390호,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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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무역) WTO(GATS)는 서비스 무역을 4가지 공급방식으로 유형화

● 제품의 거래로 나타나는 제조업에서의 무역과 달리 소비자나 공급자의 국가 간 

이동(Mode 2,3,4)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국가 간 서비스 무역의 방식> 

Mode 구분 이동의 대상 사례
Mode1 국경간 공급 서비스 자체의 이동 온라인게임의 해외판매

Mode2 소비자 이동 서비스 소비자의 이동 의료관광

Mode3 상업적 주재 서비스 현지 생산 및 제공 (자본의 이동) 은행의 해외지점

Mode4 자연인 주재
1)

서비스 현지 생산 및 제공 (노동의 이동) 해외에서의 컨설팅

주 : 1) 상업적 주재와의 관련 여부 불문

<국가 간 서비스 무역의 방식>

            자료 : 최봉현, 박정수 외(2008), p.34

● 대부분의 서비스는 의료, 물류 등과 같이 기능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상품 

무역처럼 통관을 거쳐 이동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기도 함

<서비스 무역으로 고려 가능한 유형>
구분 제품의 유형 및 시장특성 수출 특성

제조업 
수출

-일반적인 모든 제품
-일반적으로 경쟁시장 형성
-제품의 표준화, 등급화에 의해 가격형성

[수출계약￫생산￫통관￫선적￫ 환어
음 결재￫수출완료]의 절차에 따라 
수출

서
비
스 
수
출

제
품

-음반, DVD 등
-매체에 고정될 경우 제조업 제품과 유사한 특성

서
비
스
제
품

-게임, 콘텐츠,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음악 등
-제품의 품질, 수요자 선호, 상품성 등에 의해 차별화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 서비스 결
과물(도면, 마스터판 등)이 국경
을 이동하고, 수입자가 직접 활용하
거나 복제 생산하여 유통하는 유
형

-디자인, 엔지니어링
-매체에 고정 또는 비고정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에 의해 독점적 경쟁시장 형성

서
비
스
기
능

-용역(컨설팅), 기술, 현장기술지도 등
공급자의 해외파견 또는 출장을 통
한 서비스 제공

-의료, 교육, 관광 서비스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에 의해 독점적 경쟁시장 형성

수요자 입국에 의한 국내에서의 서
비스 소비

-물류(항공해상 운송 등), 국제리스(용선,항공기 등) 등
-장치, 설비 등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 국경개념 보
다는 서비스 그 자체가 중요

자료 : 최봉현, 박정수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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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서비스 무역 동향

 최근 10년간 서비스무역은 연평균성장률이 3.8%로, 상품무역(1.9%)의 두 배의 

속도로 성장해옴

● 보호무역주의, 해외생산이전 등의 확대로 부진한 성장세를 보인 상품무역과는 

달리, 세계 서비스무역은 큰 폭의 등락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임

- 특히 상품무역이 부진했던 기간(‘12~‘16년)에도 서비스무역은 비교적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액 추이(‘08~‘18)>
(단위: 십억 달러)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액 증가율 추이(‘08~‘18)>
(단위: %)

자료 : WTO 자료 : WTO

 세계 서비스무역액(수출+수입)의 절반 이상(53.2%)을 10대 무역국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1.9%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유지(‘18년)

● 최근 10년간 중국은 수입, 아일랜드는 수출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각각 

2위, 7위 무역국에 등극

● 인도(9위)와 싱가포르(10위)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치고 2018년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새롭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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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액 세계 Top 10 국가> <주요국 서비스 무역 현황(‘18)>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 무역(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지
- 세계 11,255 (100.0) 5,770 (100.0) 5,485 (100.0) 285

1위 미국 1,344 (11.9) 808 (14.0) 536 (9.8) 272

2위 중국 786 (7.0) 265 (4.6) 521 (9.5) -256

3위 독일 676 (6.0) 326 (5.6) 350 (6.4) -24

4위 영국 603 (5.4) 373 (6.5) 230 (4.2) 143

5위 프랑스 548 (4.9) 291 (5.0) 257 (4.7) 34

6위 네덜란드 470 (4.2) 241 (4.2) 229 (4.2) 12

7위 아일랜드 423 (3.8) 205 (3.6) 218 (4.0) -13

8위 일본 385 (3.4) 187 (3.2) 198 (3.6) -11

9위 인도 379 (3.4) 204 (3.5) 175 (3.2) 29

10위 싱가포르 371 (3.3) 184 (3.2) 187 (3.4) -3

13위 한국 218 (1.9) 95 (1.7) 123 (2.2) -28

자료 : WTO   주 : 1) ( )는 전 세계 서비스 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대비 비중
       2) 순위는 무역액 기준
자료 : WTO(검색일: 2019.08.13.)

 기타 사업서비스1)를 제외한 5대 서비스 부문(관광, 물류, 정보통신컴퓨터, 금융, 

지식재산권 사용)은 세계 서비스수출의 68%를 차지

● 5대 서비스 부문 중 정보통신컴퓨터, 지식재산권 사용, 관광 부문의 최근 10년간 

성장속도는 세계 총 서비스수출의 연평균성장률(3.8%)을 상회

* 5대 서비스부문 연평균성장률(‘08∼‘18): 정보통신컴퓨터 6.8%, 지식재산권 사용 4.9%, 관광 

3.9%, 금융 3.1%, 물류 1.2%

- 특히, 정보통신컴퓨터 부문은 ‘08~‘18년 사이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6.8%)을 기록하였으며, ‘18년에만 15%라는 급성장세를 보임

<세계 서비스 수출 부문별 비중(‘18)> <세계 서비스 부문별 수출액 추이(‘08~‘18)>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UNCTAD 자료 : WTO

1) 기타 사업서비스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법무·회계, 경영컨설팅, 광고, 시장조사 등 기업경영 관련 서비스 

대부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이므로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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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세계 

6강(미, 영, 독, 프, 중, 네)의 전통적인 시장우위는 굳건함

● (세계 6강국) 최근 10년간 6위권을 유지한 국가 중 미국, 중국은 세계 총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유럽 4국(영, 독, 프, 네)은 

모두 그 비중이 감소

● (고속성장국) 매년 5%이상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이 있으며, 태국은 연평균성장률이 10%에 육박하며 20위권에 진입

● (우리나라) ‘08년 13위에서 ‘18년 17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1.7%로 비교적 크게 감소

- 20위권 국가 중 연평균성장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2개국에 불과

< 서비스 총 수출액 국가 순위 현황(2008~2018) >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연평균성장률1)

(‘08~’18)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 세계 39,559 (100.0) 세계 47,647 (100.0) 세계 57,697 (100.0) 3.8%

1위 미국 5,137 (13.0) 미국 6,786 (14.2) 미국 8,082 (14.0) 4.6%

2위 영국 3,088 (7.8) 영국 3,450 (7.2) 영국 3,727 (6.5) 1.9%

3위 독일 2,363 (6.0) 독일 2,676 (5.6) 독일 3,256 (5.6) 3.3%

4위 프랑스 2,300 (5.8) 프랑스 2,530 (5.3) 프랑스 2,910 (5.0) 2.4%

5위 네덜란드 1,736 (4.4) 중국 2,058 (4.3) 중국 2,651 (4.6) 6.2%

6위 중국 1,447 (3.7) 네덜란드 1,772 (3.7) 네덜란드 2,405 (4.2) 3.3%

7위 일본 1,387 (3.5) 인도 1,487 (3.1) 아일랜드 2,053 (3.6) 8.5%

8위 이탈리아 1,147 (2.9) 싱가포르 1,431 (3.0) 인도 2,045 (3.5) 6.8%

9위 인도 1,057 (2.7) 일본 1,327 (2.8) 일본 1,873 (3.2) 3.1%

10위 스위스 949 (2.4) 스페인 1,260 (2.6) 싱가포르 1,837 (3.2) 7.5%

11위 벨기에 948 (2.4) 아일랜드 1,158 (2.4) 스페인
2)

1,490 (2.6) 3.4%

12위 아일랜드 905 (2.3) 스위스 1,124 (2.4) 스위스 1,227 (2.1) 2.6%

13위 한국 901 (2.3) 벨기에 1,112 (2.3) 벨기에 1,210 (2.1) 2.5%

14위 싱가포르 894 (2.3) 이탈리아 1,110 (2.3) 이탈리아 1,208 (2.1) 0.5%

15위 덴마크 738 (1.9) 홍콩 1,047 (2.2) 홍콩 1,139 (2.0) 5.0%

16위 캐나다 735 (1.9) 한국 1,025 (2.2) 룩셈부르크 1,126 (2.0) 5.2%

17위 홍콩 698 (1.8) 룩셈부르크 892 (1.9) 한국 954 (1.7) 0.6%

18위 룩셈부르크 677 (1.7) 캐나다 890 (1.9) 캐나다 917 (1.6) 2.2%

19위 오스트리아 625 (1.6) 스웨덴 739 (1.6) 태국 838 (1.5) 9.8%

20위 스웨덴 591 (1.5) 덴마크 712 (1.5) 오스트리아 736 (1.3) 1.7%

  주 : 1) 2018년도 1∼20위 국가의 ‘08∼’18년 연평균성장률
      2) 스페인은 ‘11년 이전 통계 누락으로 ‘12∼’18년 연평균성장률로 반영
      3) 연평균성장률이 세계 연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국가는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
자료 : WTO(검색일: 2019.08.13.),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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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 동향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서비스수출이 상품수출보다 

더디게 성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세계 수출액 연평균성장률(‘08∼‘18, WTO):       상품수출 1.9% vs. 서비스수출 3.8%

** 우리나라 수출액 연평균성장률(‘08∼‘18, 한국은행): 상품수출 3.7% vs. 서비스수출 0.8%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무역협회(상품, 통관기준), 한국은행(서비스) 자료 : 무역협회(상품, 통관기준), 한국은행(서비스)

● 정보통신컴퓨터, 지식재산권 부문은 연평균 두 자릿수 수출성장률을 기록하

였으나,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물류의 부진과 중국 사드보복 등으로 

인한 여행수지의 악화로 최근 서비스수지 적자 심화

*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주요 부문별 연평균성장률(‘08∼‘18, 한국은행) : (정보통신컴퓨터) 

18.4% (지식재산권 사용) 12.3% (관광) 4.6% (금융) 2.9% (물류) –4.7%    

<한국 서비스 주요 부문별 수출액 추이(‘08~‘18)>
(단위: 억 달러)

<한국 서비스 주요 부문별 수지 추이(‘08~‘18)>
(단위: 억 달러)

자료 : 무역협회(상품, 통관기준), 한국은행(서비스) 자료 : 무역협회(상품, 통관기준), 한국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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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서비스수출의 성장이 저조하여 ‘10~‘17년 사이 

서비스업의 무역특화지수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악화됨

<주요국별 서비스업 무역특화지수1)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한국 -0.08 -0.06 -0.02 -0.03 -0.01 -0.07 -0.08 -0.17 -11.4%

일본 -0.10 -0.11 -0.15 -0.12 -0.08 -0.05 -0.03 -0.02 20.5%

프랑스 0.05 0.08 0.07 0.05 0.04 0.05 0.04 0.06 2.6%

독일 -0.08 -0.08 -0.08 -0.09 -0.05 -0.03 -0.04 -0.04 9.4%

영국 0.19 0.22 0.23 0.25 0.26 0.24 0.25 0.26 4.6%

미국 0.16 0.18 0.18 0.21 0.21 0.21 0.20 0.19 2.5%

 주1 : 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양(+)의 값은 경쟁력 우위, 음(-)의 값은 경쟁력 열위를 의미

자료 : OECD stan database (검색일 2019.07.20.)

 우리나라는 건설, 지재권 등의 서비스 수출에서는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나 

물류, 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세계 수출순위가 낮음  

* 관광(여행), 정보통신컴퓨터, 콘텐츠, 의료 서비스는 이하 본문에서 다룰 예정

● (건설서비스) 2018년 수출액 113억 달러, 점유율 10.4%로 세계 2위를 차지

’08 ’13 ’18
      * 우리나라의 對세계 건설서비스 수출 순위(점유율 %) : 2위(14.7) ￫ 1위(21.0) ￫ 2위(10.4)

● (지식재산권) 지난 10년간 세계 10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

’08 ’13 ’18
      * 우리나라의 對세계 지식재산권 수출 순위(점유율 %) : 10위(1.0) ￫ 10위(1.5) ￫ 10위(1.9)

* 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주요 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해외원천기술 

사용료 지급이 많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18년 기준 –21.3억 달러)

● (물류서비스) ‘16년 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류서비스 수출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 세계 12위를 차지

’08 ’13 ’18
      * 우리나라의 對세계 물류서비스 수출 순위(점유율 %) : 5위(5.0) ￫ 7위(4.0) ￫ 12위(2.7)

● (금융서비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증가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세계점유율은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며 세계 23위를 차지

’08 ’13 ’18
      * 우리나라의 對세계 금융서비스 수출 순위(점유율 %) : 19위(0.6) ￫ 27위(0.3) ￫ 23위(0.6)

*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점포 수 : (‘11) 359개 ￫ (‘18) 4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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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서비스 부문별 對세계 서비스 수출액 상위국>
                                                 (단위: 백만 달러. 단, 물류서비스는 억 달러)

건설서비스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1 중국 26,588 24.4%

2 한국 11,317 10.4%

3 일본 9,216  8.4%

4 러시아 5,614  5.1%

5 덴마크 4,320  4.0%

6 네덜란드 3,57  3.3%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서비스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1 미국 130,452 32.3%

2 네덜란드  56,574 14.0%

3 일본  45,560 11.3%

4 스위스  23,888  5.9%

5 독일  23,349  5.8%

10 한국   7,594  1.9%

물류서비스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1 미국 923 9.1%

2 독일 687 6.8%

3 싱가포르 515 5.1%

4 프랑스 475 4.7%

5 중국 423 4.2%

12 한국 275 2.7%

금융서비스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1 영국 83,075 17.0%

2 룩셈부르크 64,290 13.1%

3 싱가포르 27,149  5.5%

4 독일 24,401  5.0%

5 홍콩 23,728  4.8%

23 한국 2,832  0.6%

사업서비스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1 미국 159,700 12.6%

2 영국 107,808  8.5%

3 프랑스  92,411  7.3%

4 독일  90,371  7.1%

5 네덜란드  71,797  5.7%

16 한국 21,385  1.7%

유지/보수/수리 서비스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1 미국  10,648 10.6%

2 영국  10,423 10.4%

3 독일   7,179  7.2%

4 이탈리아   6,803  6.8%

5 프랑스   4,882  4.9%

20 한국    507  0.5%

자료 : WTO(검색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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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산업별 수출강국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4대 유망 서비스 수출분야(의료, 관광, 콘텐츠,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 강국의 사례를 분석

● 정부가 유망 서비스 업종
*
으로 꼽은 의료, 관광, 콘텐츠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에서 지난 10년간(‘08~‘18) 가장 빠르게 성장
**
한 정보·통신·컴퓨터를 

분석대상 분야로 선정  

 *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관계부처 합동, ‘19.6.26)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8.4% 성장(‘08∼‘18, 한국은행) 

- (정보·통신·컴퓨터) 해당분야 세계 1위 수출국이자 주요국(중국 제외) 중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10.9%)을 기록한 아일랜드를 수출

강국으로 선정

- (의료) ‘17년 288백만 달러 수출로 의료서비스 수출 세계 1위를 기록한 싱가

포르와, 세계 5대 의료관광지
*
로 선정된 인도를 수출강국으로 선정

* 1위 캐나다, 2위 영국, 3위 이스라엘, 4위 싱가포르, 5위 인도(Medical Tourism Index, 2016)

- (관광) 관광서비스 수출액이 지난 10년간 매년 10%이상 빠르게 성장한 일본과 

태국을 관광서비스 수출강국으로 선정

- (콘텐츠) 우리나라보다 콘텐츠 시장규모가 큰 국가 중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12~‘18년 사이 가장 높은 연평균 시장 성장률(4.2%)을 보인 영국을 수출

강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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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컴퓨터서비스 (아일랜드 )

 서비스 부문 개념 및 범위

부문 개념 범위

정보

자료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 제공 
서비스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통신
유․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유·무선 및 위성 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등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관련 기술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서비스 수출강국 사례 분석

◉ 산업 성장의 배경

● 아일랜드는 인구가 작고 자원이 척박한 서유럽 변방의 소규모 경제로서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을 위해 대외개방적인 국가전략을 구사

* 1970년대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유럽 평균의 70%에 불과하였음

   

- 특히 ‘93년 ‘유럽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의 출범을 계기로 유럽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기업을 대거 유치하며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

* 세계, 아일랜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비교(GDP대비 무역액 비중, World Bank) 

1960년 1990년 2000년 2017년
아일랜드 65%   105%  175%  220%
우리나라 15% ￫ 51% ￫ 68% ￫ 81%
세    계 24% 39% 51% 58%

- IT서비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확대’ 전략으로 90년대부터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

* 아일랜드 GDP성장률(%, World Bank) : (‘71) 3.47 ￫ (‘80) 3.07 ￫ (‘90) 8.47 ￫ (‘00) 9.45 ￫ (’14) 
8.6 ￫ (‘18)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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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노력

①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아일랜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국가 최대목표로 설정하여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랫동안 일관된 정책을 구사

- 낮은 법인세율(12.5%)2), 높은 투자 인센티브, 효율적 노동시장3), 용이한 납세행정 

등 기업 친화적 법·제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

<아일랜드의 기업환경 주요 평가지표 순위(‘18-’19)> 
구분 주요 지표 순위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기술 이전 (2019) 세계 1위

해외기업 투자 인센티브 (2018) 유럽 1위

노동
해외 숙련노동 유입 (2019) 유로존 1위

노동시장 효율성 (2019) 세계 6위

행정
창업 용이성 (2018) 유럽 1위

기업의 납세 용이성 (2019) 유럽 1위

자료: IMD(2019); PwC(2018); WEF(2019); IBM(2018); PwC/World Bank Group(2019); INSEAD(2019)

- 특히, EU시장 접근성과 법인세율은 글로벌 IT기업들이 유럽·중동·아프리카

(EMEA)4) 시장의 전초기지로서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하는 촉매제로 작용

* 외국인 투자기업 300여개 대상 설문 결과, 아일랜드 직접투자의 이점으로 EU시장 접근성, 법·

재정적 안정성, 법인세제, 풍부한 인재 등의 순으로 많은 응답을 기록(Economist, 2012) 

* IT기업 납세 매력도 세계 1위 (PwC, 2018) 

● 글로벌 IT기업의 초대형 데이터센터5) 유치, 지재권 획득 및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으로 IT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

* 유럽 5대 데이터센터 유치 도시(MW) : 런던(69), 프랑크푸르트(46), 암스테르담(36), 파리(27), 더블린(12)

- 북미-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 연중 서늘하고 청정한 기후, 풍부한 광섬유케이블망
*
 

및 풍력자원
**
은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까다로운 입지조건을 충족

 * 고속도로를 따라 구축된 광섬유 네트워크(T50)와 미-영-유럽을 연결하는 저지연(low-latency) 해저

케이블망은 아일랜드 내 데이터센터들의 주요 입지요인(Host in Ireland, 2017)

**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MS는 아일랜드 내 친환경(풍력) 데이터센터를 설립 또는 설립 예정

2)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OECD국가 평균 법인세율(21.4%)의 약 60% 수준으로, 유럽 국가 중 헝가리(9%)와 불가리아

(10%)만이 아일랜드보다 법인세율이 낮음 (2018년 기준)

3) 아일랜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문에서 세계 15위, ‘성과주의 및 인센티브’ 부문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여 두 부문을 

종합한 ‘노동시장 효율성’에서 세계 6위를 기록(World Economic Forum, 2019)

4) EMEA는 유럽(Europe), 중동(the Middle East), 아프리카(Africa)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

5) 더블린은 유럽 5대 데이터센터 유치 도시(런던,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더블린, 파리) 중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용도의 ‘초대형(hyperscale)’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75%)이 가장 높음(Host in Irel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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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지재권 신규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발달하여 지재권 집약적 

(IPR-intensive) 산업6)은 아일랜드 GDP 및 고용의 막대한 비중
*
을 차지 

* 지재권 집약적 산업은 아일랜드 GDP의 65.0%(EU내 1위), 고용의 27.1%를 차지(EUIPO, 2019)

[제도] Knowledge Development box (KDB)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의 ‘특허박스(patent box)*’의 연장선에서, OECD BEPS 프로젝트의 권고사

항을 준수하는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를 2016년 세계 최초로 시행함으

로써 기업의 R&D와 지재권 신규 획득을 지원

* 지재권 관련 수익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10%이하)을 부과하는 제도로 아일랜드가 1973년 세계 최초로 시행

- 아일랜드 내에서 수행된 R&D*에 의해 획득한 지재권이 아일랜드 법인에 상업적으로 귀속될 경우

해당 지재권으로부터 창출된 로열티 및 관련 수입에 대해서는 기본법인세율(12.5%)을 50% 

감면하여 과세(최종 6.25%)

* 세액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이 R&D활동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행한 경우로 한정

자료 : Grant Thornton(2015), IDA(2019)

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R&D집약적 IT서비스 산업 육성 

●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를 자국 내 고용창출 및 소득수준 

향상
**
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 아일랜드는 FDI유치(stock) 세계 9위로 ‘18년 현재까지 누적 총 9.1천억 달러를 유치

(UNCTAD 2019)

** 외국인기업은 아일랜드 총 부가가치 생산의 63%, 수출의 48%, 고용의 14%를 차지

 

● 산업개발청(IDA)7)은 정부, 산업별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큰 후보기업군을 선정하고 이들에 개별접촉하는 적극적 FDI유치전략을 구사

* 국내(8개)·해외(21개) 지부8)를 통해 기존 투자기업, 잠재적 투자 후보기업군과 지속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요구사항을 자국 투자환경 개선정책에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 수행 

* IDA는 10년이 넘는 접촉 끝에 Intel과 IBM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유치에 성공

- 고객관리 전담매니저들을 통해 투자지 추천·현장방문부터 직원 고용허가·

비자발급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투자유치 시스템
*
을 운영 

* 기업멘토링, 연구인력 알선, 언론 홍보 등 투자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포괄적 지원

6) 상표(trademark), 디자인(design), 특허(patent), 저작권(copyright),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식물

품종권(plant variety right) 등 지식재산권 5대 분야의 하위산업 총 353개로 구성됨(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7) 산업개발청(IDA Ireland)은 1949년 설립된 투자유치 전담 준정부기관으로 외국인기업 투자협상 시 폭넓은 자율권을 

지니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유치기관으로 평가됨(Jose Guimon, 2008)

8) IDA는 국가별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여 해외지부의 개·폐소를 유연하게 결정함. 이에 따라 현재 이스라엘, 

터키, UAE, 남아공에 신규 지부 개소 추진 중(IDA 인터뷰, ‘1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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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의 유휴자원 활용을 전제로 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FDI 유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18년 IDA의 기업보조금(총 96,217천 ) 중 R&D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53.6%)을 차지

 <IDA의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제도(‘18)> 

보조금 구분 예산비중 보조금 지급 기준

연구개발·혁신
(RD&I)

53.6% 혁신기술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기존 서비스의 기술적 혁신 등

자본지출
(Capital)

17.9% 시설·공장의 설립 및 확장, 건물·토지의 매입 등 고정자산 확보
1)

고용
(Employment)

12.1% 신규 일자리(정규직) 창출
2)

직업훈련
(Training)

11.1%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보호
(EAP)

5.3% 에너지 절약 활동, 재생에너지 기술 활용사업 등

  주 : 1, 2) 지역 균등발전을 위해 자본지출과 고용 보조금의 경우 더블린·코크 소재 대기업은 수혜대상 제외

자료 : IDA Ireland(2019)

●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연관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ICT 서비스 중심으로 

FDI를 유치
*
하여 지식기반 고용창출

**
 및 수출 확대를 유도 

 * [‘57-‘73]전통 제조업(금속·섬유·제지 등) ￫ [‘73-‘87]기술집약적 제조업(컴퓨터장비·

전자부품·제약·의료 등) ￫ [‘87-‘03]지식집약적 서비스업(IT서비스·소프트웨어·금융 등)

** 최근 외국인기업의 연평균(‘12-’17) 고용증가율은 ICT서비스(4.0%)가 제조(2.0%)보다 높음

- ICT서비스는 아일랜드 전체 수출의 40%, 고용(정규직)의 27%, R&D투자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외국인기업의 비중
*
이 막대함(‘16)

* ICT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기업은 전체 수출액(100%)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고용

(76%)과 R&D투자(69%)에서도 국내기업 대비 큰 비중을 차지(‘16)

<아일랜드 서비스산업 수출입 현황(‘16)>
(단위: 천만 유로)

<아일랜드 ICT서비스산업 기업 국적별 비중(‘16)>

서비스 분야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 관련 2,426 18% 9,750 49%

도·소매 120 1% 297 1%

IT 5,896 44% 5,342 27%

금융·보험 2,501 19% 2,250 11%

전문·과학·기술 574 4% 1,484 7%

행정·지원 1,773 13% 572 3%

기타 219 2% 186 1%

총합 13,508 100% 19,881 100%

자료 : CSO Ireland 자료 : CSO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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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CT서비스기업들은 외국인 수출기업들에 운영·관리 및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라이선스를 공급하며 성장

* 아일랜드는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통합수준9)’에서 EU 1위를 차지. 특히, 중소기업들은 

‘온라인 판매 비중’, ‘전자상거래 매출 및 수출 비중’ 등에서 모두 EU 1위를 기록(DESI 2019)

● 특히, 지식확산효과가 큰 R&D집약적 ICT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투자유치하고 

기존 투자기업의 R&D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제 운영

- R&D를 위한 경상지출(임금·컨설팅비 등)뿐만 아니라 자본지출(공장·기기·

건설·보수 등)에도 폭넓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R&D투자를 유인

[제도] 아일랜드의 주요 R&D 세액공제 혜택 : 우리나라와 비교

◦아일랜드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기업의 R&D비용에 대하여 25% 세액공제 혜택을 일괄 제공

함으로써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파악하기 쉬운 납세환경을 조성

<아일랜드와 우리나라의 R&D세액공제 비교>

구분 아일랜드 대한민국

산업 구분 없음 일반R&D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구분

적용 세율  25%
1)
 대·중견·중소기업 차등 세율(0~25%)

2)

지출(비용) 구분 없음
(경상지출) 연구·인력개발비 (0~25%)
(자본지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 (1~6%)

공제 방법 당기분 당기분, 증가분 중 택1

납세 편의성(PwC)
3)

세계 4위 세계 24위

  주 : 1) 중소기업의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20년 30%로 확대 예정 (IDA 인터뷰, ‘19.10월)

2) 우리나라 ‘일반R&D’ 경상지출(당기분)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R&D비용 발생총액의 0∼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10)

3) 기업의 납세 소요시간, 총 조세부담률(법인세 등 기업 납부 세금이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토대로 평가(Paying Taxes 2019, PwC & World Bank Group)

◦(직원 인센티브 세액공제) 핵심 R&D인력*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최소 2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기업이 자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지식이나 제품·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상 및 창작에 최소 50%이상 관여한 인력

**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건설·보수 세액공제) R&D용 시설의 건설 및 보수 비용 또한 25% 세액공제 신청 가능. 단, 

건물용적의 35%이상을 R&D용도로 최소 4년이상 사용해야 함

* 우리나라는 R&D설비투자비용에 대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까지 세액공제

자료 : EY(2018), 중소기업연구원(2018)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9) 기업의 디지털 기술 통합수준(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지표는 (a)기업의 디지털화 수준(business 

digitization)과 (b)전자상거래 활용수준(e-commerce)으로 구성됨(유럽위원회, DESI Report 2019)

10) 우리나라는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활용도가 매우 낮아, 국제비교 시 ‘일반R&D’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기업의 80% 이상이 ‘증가분 방식(전년대비 증가율)’이 아닌 ‘당기분 방식(당해연도 한정)’을 

채택하고 있어 본문에서도 당기분 방식을 기준으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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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는 과학재단(SFI)11)과 긴밀히 공조하여 FDI유치대상 기업·연구소에 

R&D관련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막강한 자율권을 행사

* IDA와 SFI는 서로 간 효율적 협의를 위해 동일한 건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에 합의하여 미국 조지아공대 R&D센터(2006)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2017) 유치에 성공 

- FDI 유치가 성사된 이후에도 기업의 R&D투자율을 매년 정책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지속 관리하여, 현재 ICT서비스 분야 높은 R&D투자율을 기록

<OECD국가 ICT기업 R&D투자 비중 순위(‘17)>

구분
GDP 대비 R&D투자 비중 (BERD지수1))

ICT 서비스 분야(%) ICT 제조 분야(%)

1위 이스라엘(1.36) 대만(1.68)

2위 아일랜드(0.36) 한국(1.60)

3위 미국(0.34) 핀란드(0.85)

주요국 영국(11위/0.15), 한국(13위/0.13), 일본(19위/0.12) 일본(6위/0.41), 미국(7위/0.33), 아일랜드(13위/0.11)

   주 : 1) ‘Business Expenditure on R&D’지수는 정부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아닌 기업의 R&D투자비중(GDP대비)을 
나타냄

자료 :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③ 다국적 IT기업의 수익창출 구조를 활용한 ICT서비스 수출 확대

● 다국적 IT기업들
*
은 아일랜드에 EMEA시장 총괄본부를 설립하고 R&D, 서비스 

개발,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 

* 세계 top20 소프트웨어기업 중 17개, 미국 top10 테크기업 중 9개가 아일랜드 법인 보유

<아일랜드의 주요 글로벌 IT기업 현황>
(단위: 십억 유로, 명)

기업명
(아일랜드 진출연도)

연매출
(2017)

직원수
(2019)

EMEA 
본부

아일랜드 내 주요 비즈니스 활동

Apple
(1980)

119.2 6,000 코크 생산·판매, 고객서비스 등

Google
(2003)

32.3 8,000

더블린

생산·판매, 서비스 디자인·개발, 고객서비스 등

Microsoft
(1985)

24.6 2,000
생산(제조 포함)·판매, R&D, 서버 인프라 운영, 

서비스 디자인·개발, 고객서비스 등
Facebook
(2008)

18.7 4,500
생산·판매, 소프트웨어 디자인·개발, 
서버 인프라 운영, 고객서비스 등

Intel(Movidius AI)
(1989)

2.6
1)

4,500 킬데어 R&D, 제품 디자인·개발 등

Amazon(AWS+ACS)
(2004)

1.7
1)

2,500

더블린

서비스 디자인·개발, R&D(데이터 사이언스), 
서버 인프라 운영, 고객서비스 등

Linkedin
(2019)

1.4 1,200 생산·판매, 서버 인프라 운영, 고객서비스 등

Twitter
(2011)

0.07 210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등

Dropbox
(2012)

0.01
1)

252 생산·판매, R&D, 고객서비스 등

  주 : 1) Intel, Amazon, Dropbox의 매출액은 2018년도 기준
자료 : TechIreland(검색일 2019.11.15.), The Irish Times(검색일 2019.11.16.)

11) SFI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기관으로 2003년에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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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업의 서비스 및 IP를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에 판매·

제공하거나, 아일랜드 법인에서 자체개발한 서비스 및 IP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수익 창출의 대표적인 방식

<글로벌 IT기업(모기업)의 아일랜드 법인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

                    자료 : 국회 정책토론회(2018)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④ 클러스터 중심의 투자·산학협력 생태계를 통한 집적이익 효과 창출

● 다국적 기업과 국내외 스타트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테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업 및 투자 생태계가 형성됨

* 유럽 5대 테크 클러스터(CBRE, 2019) : (1)런던 (2)마드리드 (3)더블린 (4)부다페스트 (5)파리

- 더블린에는 다국적기업이 밀집된 ‘실리콘닥스’12)와 더불어, 테크 스타트업 

1,300여개와 IT개발자 6만 여명, 50개 이상의 창업지원기관이 집적

* 아일랜드 스타트업의 약 46%가 더블린에 소재

[사례] 글로벌 테크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디지털허브(The Digital Hub)’

◦아일랜드 정부가 2003년 더블린에 설립한 IT 및 미디어 테크 클러스터로, 자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 테크 스타트업도 함께 입주시켜 사무실 임대, 창업 지원, 교육, 쇼케이스, 

졸업생(Alumni)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

* 설립 후 현재까지 Amazon, MTT, Slack 등 200개가 넘는 졸업생을 배출

◦Slack*은 EMEA본부 설립 후보지로 암스테르담과 더블린을 놓고 고민하였으나, 다수의 IT개발자들과

테크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영어가 통용되며, 기업문화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더블린으로

최종 결정(2015년 5월 디지털허브 입주)

*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을 제공하는 미국 기반 스타트업으로 20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보유

자료 : EPSON(2018), CNN 기사(2019) 

12) 실리콘닥스(Silicon Docks)는 더블린의 대운하(Grand Canal)를 따라 늘어선 상업지구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국적기업들과 국내 테크기업들이 집적된 것이 미국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와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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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내 인접한 글로벌 IT기업과 테크 기업은 제품·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수출하거나 서로 인수·합병(M&A)함 

<아일랜드 주요 IT 테크기업 M&A 사례> <아일랜드 내 글로벌IT기업-국내기업 간 협업사례>
기업명

(창업연도) 분야 인수기업
(인수연도)

인수금액
(백만유로) ◦Movidius는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을 위한 

특수 저전력 프로세서 칩을 설계하는 아일랜드 

기업으로 2005년에 창립함

◦‘16년 구글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구글 ‘탱고프

로젝트’에 활용되는 3D공간 매핑 기술을 공동개발

* 모바일 장치가 GPS나 다른 외부신호 없이도 주변세계

의 상대적 위치를 감지하는 기술 플랫폼

◦이후 인공지능을 위한 시각처리장치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16년 Intel에서 350백만 유로에 인수

FeedHenry
(2008)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Red Hat
(2014)

65

Havok
(1998)

게임 개발엔진 
공급

Microsoft
(2015)

110

Logentries
(2009)

데이터 분석 
플랫폼

Rapid7
(2015)

63

Soundwave
(2011)

음악 추천 
서비스

Spotify
(2016)

미공개

Fleetmatics
(2004)

차량 관리 
소프트웨어

Verizon
(2016)

2,400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              자료 : Movidius 홈페이지, 위키피디아

● 다국적기업의 R&D활동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재단(SFI)과 기업진흥청(EI)은 총 27개의 민관합자 R&D센터
*
를 설립

* IT관련 주요 R&D지원분야(기관명) : 소프트웨어(Lero), 통신(CONNECT), 빅데이터(Insight), 

모빌리티(TSSG), 인공지능(CeADAR), 디지털콘텐츠기술(ADAPT), 고성능컴퓨팅(ICHEC) 등

* 아일랜드는 ‘지식확산’ 세계 1위, ‘지식&기술 성과’ 세계 6위, ‘산학협력’ 세계 9위를 기록13)

- 현재 총 1,715개의 다국적기업(1,003개)-중소기업(712개) 간 R&D 협업 프로젝트가 

정부, EU, 기업 등이 공동출자한 SFI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음14)

* 주요 지원성과(2018) : 스핀아웃 12건, 스타트업 창업 5건, 특허 51건, 기술라이센싱 53건 등

[사례] CONNECT : 통신 네트워크 기술분야 R&D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 지원

◦CONNECT는 사물인터넷, 5G통신, 차세대 광역 네트워크 분야 R&D
센터로, 과학재단(SFI)과 기업들이 5:5로 출자하여 설립

- 현재 10개의 연구기관, 40개의 기업, 130명의 박사급 인력 간 산학협력과 신기술 테스트베드, 
유망 기술기업의 스핀아웃15) 또는 스핀인16) 등을 지원하고 있음

◦TSSG 프로젝트*에서 스핀아웃한 FeedHenry(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는 미국의 RedHat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글로벌IT기업)에 의해 2014년 65백만 유로에 인수됨

* CONNECT와 워터포드공과대학이 공동으로 모바일 플랫폼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을 연구  

자료 : Horizon 2020 Policy Support Facility, CONNECT 및 TSSG 홈페이지

13)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9

14) 정부조달금(92백만€)과 외부출자금(230백만€)의 비율은 1:2.5이며, 외부출자금 중 기업출자금(46백만€)이 약 20%를 

차지(2018년 기준). 지원 프로젝트는 ICT를 비롯하여 제약, 재생에너지, 디지털콘텐츠 등의 분야를 포함

15) 기업의 일부 사업부 또는 신규 사업을 분리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전략

16) 기업이 회사 내 사업팀을 사내벤처 형태로 독립시키거나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한 뒤, 해당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가치를 높여 100% 인수·합병(M&A)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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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들은 R&D센터의 설립뿐만 아니라 연구협의회 패널로 참여하여 

연구주제 선정, 기술사업화 전략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 LERO(소프트웨어 개발 R&D센터)에는 총 9개의 다국적기업(IBM, Microsoft, Intel, HP, 

Toyota, Siemens)이 연구 파트너사로 등록되어 연구 및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

* IC4(클라우드컴퓨팅·전자상거래 R&D센터)의 클라우드 R&D센터는 미국 테크기업들

(Dell, HP, IBM, EMC)이 공동설립하였으며, 산업패널로 Intel, IBM, Microsoft가 참여 중

⑤ 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ICT고급인재 양성시스템

● 고급인재를 해외기업의 투자유인으로 인식하여, 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ICT

기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고용 확대를 유도

* 1978년 IDA와 교육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인력개발협의회(MCC)는 투자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의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교육부 및 고등교육기관에 기술교육 강화를 촉구17) 

* ‘12-‘17년 ICT분야 고용증가율은 5.5%로 전체산업 평균치(3.1%)를 상회 (SOLAS, 2018) 

- 기초과학(STEM)18) 중심의 고등교육과 직무연계 평생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통해 젊고 생산성 높은 ICT고급인력을 매년 다수 배출

* ‘17년 STEM분야 학위소지 청년인구(20-29세) 비중 EU 1위(32.7%) (eurostat, 2019)

* ‘16년 ICT관련 전공 대학졸업생 비중(7%)은 핀란드(7%)에 이어 EU 2위 (eurostat, 2019)

* ICT산업 단위노동당, 단위시간당 부가가치생산에서 모두 OECD 1위 (2018) 

- EU회원국 및 유로존 내 유일한 영어상용국으로서의 이점,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을 토대로 해외 ICT고급인력을 꾸준히 유입시킴

* 해외 고급숙련인력 유인지수 세계3위, 외국문화 수용도 세계1위 (IMD, 2019)

* 2018년 해외유입인력 총 고용허가건수(16,735건)의 30%가 ICT전문직에 해당 

● 정부는 계량화된 인력수급 전망에 입각하여 기술향상, 재교육, 우수인재 유인·
보유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경로의 인력 양성 및 공급책을 마련

- 민관합동 전문가협의체19)의 주도로 산업경기 전망
*
에 따른 ICT산업의 부

문·수준별 인력수요
**
를 측정하고 이를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영

 * ICT산업의 향후 성장률 전망에 따라 3개의 시나리오20)로 나누어 각각의 인력수요를 전망 

** 기술·학력 수준에 따라 인력수준을 10개 등급으로 나눈 국가역량체계(NFQ)에 의거하여 

부문별 인력수요를 측정. ICT고급인력은 8등급 이상으로 분류됨

17) 현재는 1997년 조직된 EGFSN(The Expert Group on Future Skills Needs)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 

18)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19) EGFSN(The Expert Group on Future Skills Needs)은 산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관련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비즈니스기업혁신부(DBEI) 산하 기관으로 1997년 설립됨

20) ‘Dancing with the Stars(높은 성장률)’, ‘Keep Running to Win(평이한 성장률)’, ‘Shaken by Cold Winds(낮은 

성장률)’라는 이름의 인력수급 시나리오를 고안(EGFSN & NS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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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ICT산업 인력수요 예측 프레임>

자료 : EGSFN (2019)

- 제3차 ICT인재양성계획21)은 인력수요의 70%는 국내 교육훈련시스템
*
으로, 

30%는 해외인력 유입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기관별로 목표수치를 할당

* 실제로 ‘17년 신규 고용된 ICT기술인력의 72%가 아일랜드 국적임 (SOLAS, 2018)

<ICT고급인력 수준별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18-‘22)>

해석 : 연도별 총 인력수요의 약 70%(하늘색 추세선)를 수준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나머지 

30%는 해외유입인력을 통해 충족. 이에 따라 초록색 추세선은 총 인력공급량  

자료 : Technology Skills 2022 (Dept. of Education and Skills)

 

21) ⌜Technology Skills 2022: Ireland’s 3rd ICT Skills Action Plan｣은 아일랜드의 교육기술부를 비롯한 15개 

유관기관이 발표하는 ICT전문인력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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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단기적으로는 견습제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공과정 개설 등으로 인력 미스매칭 해소 및 적합한 인재 양성에 참여

- ‘Fast Track to IT(FIT)’22)는 글로벌 IT기업들이 요구하는 고급인력의 부문별 

기술 요구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견습제도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툴(tool) 기술 요구수준> <프로젝트 매니저(PM) 각종 툴 활용역량 요구수준>

●초급수준  ●중급수준  ●전문가수준 ●초급수준  ●중급수준  ●전문가수준
해석 : 총 118개 글로벌·중견·중소 IT기업의 현직자를 대상으로 ICT 각 분야별 전문기술 요구수준과 직무별 

직무능력 요구수준을 설문조사하여, 현업에서 요구되는 영역별 역량수준을 도식화함 

자료 : FIT ICT Skills Audit 2018 (Fast track to Information Technology)

- 각 지역의 3차교육기관은 교육기술부에서 파견한 인력매칭 전담직원
*
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전공과정 신설·운영

* 지역별로 파견된 총 9명의 인력매칭 전담직원(Regional Skills Forum Manager)23)은 대학교, 

기술교육기관24)과 산업 간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신규 교육과정 개설 등에 자문을 제공
   

[사례] 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IT 교육과정 신설

① 카로우 기술교육기관(Institute of Technology Carlow) :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석사 과정

- 미국 포춘 250대 기업이자 보험사인 UNUM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학내 소프트웨어개발센터 및 

국제핀테크센터를 유치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석사 과정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 중. 

UNUM에 근무하는 아일랜드 직원의 3분의 1이 카로우 기술교육기관 졸업생임

- 2015년에는 컴퓨터 게임 개발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

② 리머릭 대학교(University of Limerick) : 인공지능(AI) 석사 과정

- 리머릭 지역에 파견된 인력매칭 전담직원의 자문을 받아들여, 2018년 초 아일랜드 최초로 인공지능(AI)

석사 2년 온라인 과정(LM719)을 신설 

- 국립 고성능컴퓨팅센터와 협력하여 직장인 대상 12주 단기 인공지능 코스를 추가로 신설

자료 : Ireland’s National Skills Strategy 2025

22) SAP, Microsoft, IBM, Accenture 등 글로벌IT기업들이 모여 1999년에 설립한 민간주도 비영리조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엔지니어 등 ICT분야 구직자들을 위한 견습과정을 운영

23) 2017년 교육기술부는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역별 3차교육기관과 기업들로 구성된 ‘기술

포럼지역네트워크(Network of Regional Skills Fora)’를 조직하여 인력매칭 전담직원을 파견

24) 기술교육기관(Institute of Technology)은 아일랜드 정부가 1960년대부터 설립하기 시작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국에 걸쳐 현재 총 14개가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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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출 성과

● 아일랜드는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 분야 수출 세계 1위 국가로, ‘18년 

1,011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총 수출액의 16.7%를 차지

- 지난 10년간 연평균 10.9%의 고속성장을 보이며 세계 연평균성장률(6.8%)을 

크게 상회함

<국가별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 수출 현황(2008~2018) >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연평균성장률

(‘08~‘18)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 세계 3,145 (100.0) 세계 4,352 (100.0) 세계 6,061 (100.0) 6.8%

1위 인도 371 (11.8) 인도 538 (12.4) 아일랜드 1,011 (16.7) 10.9%

2위 아일랜드 359 (11.4) 아일랜드 482 (11.1) 인도 582 (9.6) 4.6%

3위 미국 231 (7.3) 미국 344 (7.9) 중국 471 (7.8) 19.7%

4위 영국 194 (6.2) 독일 272 (6.3) 미국 408 (6.7) 6.6%

5위 독일 193 (6.1) 영국 238 (5.5) 독일 408 (6.7) 7.8%

6위 프랑스 160 (5.1) 중국 171 (3.9) 영국 281 (4.6) 3.8%

7위 스웨덴 97 (3.1) 프랑스 170 (3.9) 네덜란드 272 (4.5)  1.6%
1)

8위 이탈리아 85 (2.7) 스웨덴 149 (3.4) 프랑스 150 (2.5) 2.6%

9위 핀란드 84 (2.7) 스페인 113 (2.6) 스웨덴 150 (2.5) 4.5%

10위 중국 78 (2.5) 스위스 110 (2.5) 이스라엘 144 (2.4) 7.3%

- 한국(38위) 9 (0.3) 한국(34위) 22 (0.5) 한국(25위) 48 (0.8) 17.7%

  주 : 1) 네덜란드는 ‘14∼’18년 연평균성장률

자료 : WTO Data(검색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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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 (싱가포르 , 인도 )

 서비스 부문 개념 및 범위

부문 개념 범위

의료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경감·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

치료 서비스, 재활 서비스, 장기간호(요양) 서비스 
및 보조서비스(각종 검사 및 진단, 이송 서비스) 
등

자료: 보건복지부

 서비스 수출강국 사례 분석 

1) 싱가포르25) 

◉ 산업 성장의 배경

●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면적 719.1㎢(서울의 1.2배), 인구 560만의 도시국가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허브로 성장

* 2017년 서비스업 규모는 총 GDP의 71.3%를 차지(제조업 19.2%)

●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문화 및 

국적을 지닌 해외환자들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

* 싱가포르 민족 구성: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기타(3.2%)

● 1980년대 중반 의료시스템 개혁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

- 1984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축약되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폐지하고 국민이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메디세이브(Medisave) 시스템을 도입

● 동남아 기대 수명 및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최고의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

25) 싱가포르 보건부(www.moh.gov.sg), https://www.one-visa.com/medical-service-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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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노력

① 민간 영리 의료법인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시스템 효율화

● 1990년 공공병원 민간 법인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리 

의료법인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시스템 구축

* 공공의료기관 비율(%, LG경제연구원): (영)91 (싱)80 (프)75 (독)62 (일)36 (미)18 (한)11

- 5개의 민간 의료그룹
*
이 공공의료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국가는 진료, 광고, 

사업확장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영리활동
**
을 허용  

 * 국립보건그룹(NHG), 싱가포르 헬스서비스(SingHealth), 주롱 헬스서비스, 알렉산드라 헬스 

그룹, 국립대학건강시스템(NUHS)

** 외국인 환자 진료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의료광고 및 마케팅 허용, 의료서비스 관련 구입 

물품 소비세 면제, 의료사업 다각화(프랜차이즈, 건강기능식품 등) 등을 허용

- 공공의료기관 간 경쟁 및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 간 경쟁체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율화를 추구

* 정부는 서부권역의 국립보건그룹(NHG), 동부권역의 싱헬스(Singhealth)를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나누어 평가한 후 실적에 따라 매년 보조금 차등 지원

* 2018년 의료효율성지표(Health Care Efficiency Index)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전체 

56개국 중 홍콩에 이어 2위를 차지함.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블룸버그, 2019)

● 개인 부담을 전제
*
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영리 의료행위 허용

* 1차진료는 개인부담이 원칙이고, 2∼3차진료는 진료비의 80%를 국가가 보조 

 

- 공공병원 또한 영리목적의 ‘개인부담환자 클리닉(Private clinic)
*’을 운영할 수 

있어 외국인 환자
**
를 매년 꾸준히 유치

 * ‘17년 공공병원 내원 외국인환자는 10,900명으로 공공병원 전체 내원 환자의 1.5%를 차지26)

**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보조받지 않고, 진료비를 전액 개인 부담하는 환자 진료

26) The Straits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health/10900-foreigners-treated-at-public-hospitals-last-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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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 의료서비스 산업을 국가적 전략육성 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부처 간 협의체인 

‘Singapore Medicine’를 설치하여 통합 관리

- 의료서비스 관련하여 보건부(MOH), 경제개발청(EDB), 관광청(STB), 국제

기업청(IES)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 추진

<기관별 주요 역할>

기관명 주 요 역 할

보건부(MOH)
- 싱가포르 의료서비스 수준 및 품질을 JCI*기준으로 향상 
   의학 연구 역량 확대 및 의사들의 역량 강화

경제개발청(EDB) - 의료서비스 관련 투자 촉진 및 새로운 역량 개발

관광청(STB) -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를 담당

국제기업청(IES) - 싱가포르 의료기관 및 관련 서비스 제공기업의 성장 및 동남아 진출을 촉진

  주 :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  

자료 : 싱가포르 정부 및 언론자료 종합

③ 의료시장 개방을 통한 의료수요 충족

● 증가하는 의료수요 대비 자국 의료인력 부족으로 해외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 

시장 개방

- 2015년 12월 기준 싱가포르 의사 10명 중 4명은 외국인 의사

* 2015년 12월 기준 등록 의사 13,006명 중 외국인 의사는 3,084명

* 싱가포르 인증 해외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조건부 면허(Conditional Registration)로 

현지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식 면허(Full 

Registration)를 받아 자신의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음

④ 의료서비스와 타업종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서비스 제공

● 의료법인이 호텔·리조트와 쇼핑몰 등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
*
하는 것이 가능하여 

의료와 타업종 간 연계된 서비스로 부가가치 제고

* 한국은 의료법인이 자회사 설립해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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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이 세계적인 카지노, 호텔, 복합리조트 등과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편의서비스’ 결합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

* 말레이시아의 유명 카지노, 리조트 투자회사인 Genting Group의 투자를 유치하여 ‘10년 

센토사 섬에 대규모 클러스터형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고 의료, 레저,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

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

● ‘아시아의 바이오폴리스(The Biopolis of Asia)’를 기치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고급화 추진

-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및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쉐링프라우, 와이어스 등 세계적 제약회사를 유치하고 파마시아

(Pharmacia),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공동 R&D센터 설립

- 세계적인 의료기관 및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공동연구 및 해외실습 교류

*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료 센터 등 유명 의료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 시행

* 공공 의료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보건 인력 개발 프로그램 및 국제 인정을 받은 외국 

의료 센터에서 지속적인 대학원 교육 및 해외 실습을 받아야 함

◉ 서비스 수출 성과

● 싱가포르는 세계 1위 의료서비스 수출강국으로 부상

- WTO에 의하면 2017년 싱가포르 의료서비스 수출금액은 약 2.9억 달러로 

조사대상 27개국 중 1위를 차지

<국가별 의료서비스 수출 현황(2011~2017)>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 세계 - ( - ) 세계 - ( - ) 세계 - ( - )

1위 싱가포르 147 ( - ) 오스트리아 289 ( - ) 싱가포르 288 ( - )

2위 폴란드 69 ( - ) 싱가포르 205 ( - ) 오스트리아 251 ( - )

3위 이탈리아 48 ( - ) 폴란드 188 ( - ) 폴란드 151 ( - )

4위 덴마크 45 ( - ) 덴마크 110 ( - ) 덴마크 98 ( - )

5위 포르투갈 42 ( - ) 독일 62 ( - ) 독일 78 ( - )

- 한국(11위) 15 ( - ) 한국(10위) 17 ( - ) 한국(집계누락) - ( - )

  주 : WTO에 통계를 보고한 27개국을 대상

자료 : WTO Data(검색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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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 산업 성장의 배경

● 인도는 그 역사가 깊고 오리엔탈 문화의 중심지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주요 관광명소 중 하나

* 2017년 인도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숫자가 2016년에 비해 15.2% 증가한 1,0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관광수익은 2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경우 연간 30만 명 이상이 인도를 방문하여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2,710억 루피(약 42억 달러 수준)로 추산됨(‘16년 기준) 

● 고급 의료기술을 지닌 민간병원 인프라27)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치료비는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데 주요한 장점으로 작용

- 인구 기준 세계 최대 영어사용국으로 외국인 환자와의 언어적 제약 해소

- 높은 기술 수준 대비 저렴한 의료비

* 인도의 수술비용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1/8 수준으로, 태국과 같은 의료관광 

경쟁국가보다 30%이상 저렴(Mediescapes India 등)

- 미국, 영국 등에서 온 외국인 환자는 인도에서의 진료로 의료비 공제* 가능 

* 미국, 영국 등의 국제 보험사들은 인도의 특화된 병원들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28) 

● 아유르베다, 요가, 자연치유요법 등 풍부한 전통 대체의학의 발달

* 아유베르다는 정형외과, 내과, 안과, 산부인과 등 8개 진료과로 세분화된 전통의학으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부작용 없는 대체의학으로 인정받음29)

* 전국 100개 이상의 5년제 대학에서 아유베르다 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43만 명의 아유베르다 의사가 인도에서 활동 중

27) 인도의 공공의료 기관은 1차(보건소, 의원), 2차(중급 종합병원), 3차(대형 대학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 기관은 최상급 3차 의료 서비스에 집중

28) 특히 영국에서는 공공보험당국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국내치료와 인도치료 (영국 가격의 1/8이하) 선택지를 

제공 

29) 하버드대 의대 디팍초프라 박사는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한 심신의학(Mind-body Medicine)을 창안하는 

등 미국·유럽 등지에서 아유베르다를 활용한 각종 치료법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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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노력

① 고급기술과 전통 대체의학이 결합된 ‘하이테크 힐링(Hightech Healing)’ 추구

● 보건부 산하 요가 및 아유르베다(Ayurveda) 전담부서(Ministry of AYUSH)30) 

설립하여 전통 대체의학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지원

* 요가, 명상 등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와 결합한 회복프로그램을 추가한 의료관광 

패키지 제공을 통해 관광 및 의료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

● 최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이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원격의료가 

발달하기 시작 

* 공공의료센터 25만 개소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2016)

* 인도 최대 원격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아폴로(Apollo) 병원은 원격의료를 통한 시골의원 

의료진 교육으로 의료행위 관련 부작용 발생을 연간 5,000건 이상 예방31) 

② 보건법(National Health Policy)32)을 제정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인도정부는 다른 수출산업과 마찬가지로 의료관광에 각종 지원 혜택 제공

- 의료서비스에 대한 세금(서비스세 5%) 면제

- 전문적인 의학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1년 만기의 

의료비자(Medical Visa, M비자)를 발급

* 의사의 동의만 얻으면 무한정 비자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가족 및 동반자의 경우도 

대사관의 승인 후 2명까지 의료비자 혜택 수혜 가능

- 일반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자의료사증(e-Medical Visa), 

전자간병인사증(e-Medical Attendant Visa)의 인터넷 발급 허용

* 발급일로부터 4개월간 유효하며 총 3회 입국, 60일간 체류가 가능 

30) 아유르베다(Ayurveda), 요가(Yoga) & 자연요법(Naturopathy), 우나니(Unani), 시다요법(Siddha), 호메오파

시요법(Homoeopathy)의 약자로 넓은 의미의 전통 의학 기반의 웰니스 산업 총괄 부처임

31)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미래혁신전략 국제포럼(2019.7.2), 인도 아폴로병원그룹 산지타 레디(Sangita Reddy) 관리이사 

발표(https://www.medigatenews.com/news/2639749813)

32) “Medical Tourism: Need surgery, will travel", CBC News Online,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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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관광 전문회사 설립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의료관광 전문 회사는 병원, 여행사, 전용 컨설턴트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관광 제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정부는 2006년 외무, 교통, 관광, 철도, 항공사 등 민관 의료관광 특별팀을 구성하였고, 

의료관광전문회사를 통해 병원, 여행사, 전문 컨설턴트 등의 네트워크와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④ 의료서비스 민영화 및 대외개방을 통해 선진 의료기술 수용

● 1980년대 의료서비스 민영화 도입 후 많은 인도 의료서비스 회사들이 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최신 의료기술 개발 인프라를 국내로 유치

- 다수의 외국기업들은 영어를 구사하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도의 의사를 활용하기 위해 레지스트리33)를 설립

● 그 결과 고급 의학 기술이 전파되고 JCI 인증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

* 뉴욕 보건국에 따르면 심장혈관우회수술(cardiac bypass)의 성공률은 인도가 98.7%로 

미국(97.5%)을 상회34)

* JCI 인증 의료기관 수(2019.12 기준): 인도(36개), 한국(28개), 싱가포르(23개)

◉ 서비스 수출 성과

● 인도는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5대 의료관광지로 선정

(Medical Tourism Index)

- 의료관광산업 1위(75.94점), 의료시설 및 서비스 3위(77.1%) 등

<세계 5대 의료관광지>

순위 국가 종합점수 환경 의료관광산업 시설/서비스
1 캐나다 76.62 78.69 74.14 77.01

2 영국 74.87 77.30 70.38 76.94

3 이스라엘 73.91 67.56 72.58 81.60

4 싱가포르 73.56 73.26 70.79 76.63

5 인도 72.10 63.26 75.94 77.1

자료 : Medical Tourism Index, 2016-2017

33) 새로운 수술기법이나 장비가 미국 식약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 장

34)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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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서비스 (태국 , 일본 )

 서비스 부문 개념 및 범위

업종 개념 범위

관광
관광객을 위해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

여행, 관광숙박, 관광객이용시설(공연장, 유람선 
등), 국제회의, 유원시설, 관광편의시설(식당, 
사진, 터미널 등), 카지노 등

자료 : 관광진흥법

 서비스 수출강국 사례 분석

1) 태국 

◉ 산업 성장의 배경

● 천혜의 자연휴양지
*
와 유서 깊은 왕국의 역사, 독특한 문화를 지닌 태국은 연간 

3,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
을 유치

 * 서핑, 모험, 야생동물관찰 등 ‘자연관광 온라인 검색 수’에서 태국은 세계1위(WEF 2017)

    ** 태국의 연간 외국인관광객 수 (만 명) : (’12) 2,235 ￫ (’15) 2,992 ￫ (’17) 3,538
        한국의 연간 외국인관광객 수 (만 명) : (’12) 1,114 ￫ (’15) 1,321 ￫ (’17) 1,334

- 1960~70년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수도 방콕 인근의 파타야가 미군들의 

대표적 해변 휴양지로 부상하면서 관광산업이 발달하기 시작

* 이후 미국 및 유럽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생태관광 중심지 ‘푸켓’, 고산지대 ‘치앙마이’ 

등지에서도 관광산업이 연이어 발달  

- 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내외에 달하며, 

노동인구의 20%가 관광산업에 종사(Asiatoday, 2019)

* 2019년 방콕의 해외방문객 수 2,584만 명으로 세계 주요도시 중 2위를 차지(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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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노력

①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관광산업 육성

● 태국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자국의 경쟁우위 산업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관광홍보와 지원정책을 구사

- 수상직속기구인 태국관광청(TAT, The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은 

민간기업과 관광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에서의 관광홍보전략을 추진

* TAT 주요활동 : 해외마케팅, 관광정보 제공, 조사연구, 관광상품 개발, 인력 양성

- ‘18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도착비자 서비스
*
를 제공함으로써 입국절차를 

간소화  

* 미리 승인받은 전자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시 태국 현지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2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

* 중국, 인도, 대만, 우크라이나 등 18개 국가의 관광객에 대한 도착비자 수수료 (2000바트 

= 약 78,000원)를 2020년 4월까지 면제35)

<태국의 연도별 관광홍보 전략>

년도 슬로건 전략

‘98 Amazing Thailand 국가관광브랜드 구축

‘07 Amazing Thailand, 7 Wonder 태국의 7가지 관광자원
1)
 강조

‘12 Customize Your Experience 가치있고 기억될 만한 경험 제공

‘14 Higher Revenue through Thainess ‘태국스러움’으로 관광수익 창출

‘15~’16 Discover Thainess 7가지 전통
2)
과 생활 방식의 발견

‘17 Village to the World 지역 관광시장 개발

‘18 Open to the New Shades 재방문 여행객 확대

  주 : 1) Thai-ness(태국 생활 속의 예술 체험), Treasures(전통과 문화유산), Beaches(해양자원), Nature

(자연환경), Health&Wellness(의료관광), Trendy(쇼핑센터, 호텔 등 관광인프라), Festivities(축제)

       2) 음식, 예술, 생활방식, 건강, 축제, 지혜, 재미

자료 : 국내외 보도자료 참고

35) Bangkok Post(2018.11.7), https://www.tourismthailand.org/Articles/plan-your-trip-passportandvisa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31

② 특정 타겟 관관층을 대상으로 틈새 관광시장 적극 공략

●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횟수나 성별·연령별로 세분화된 마케팅을 추진해 

틈새시장을 공략

- 관광객
*
의 기호에 따라 관광 목적지로서의 포지셔닝 및 판촉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Global Times, ‘16.7.12)
* 여성 관광객, 무슬림 관광객, 젊은 사업가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신혼부부 등

*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할랄 먹거리 및 이슬람교도 친화적 관광지 검색앱 출시(‘15)

- 선진국 고령자를 타겟으로 선정하여 장기 투숙, 요양을 위한 휴양리조트, 

여가 프로그램, 일대일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국가와 차별화함

* 태국 거주 외국인 은퇴자 및 은퇴 여행객이 매년 8%씩 증가 

● 이러한 틈새 관광시장은 관광객 수를 늘리기보다는 1인당 관광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관광시장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로 작용

- 매년 관광비수기(6~8월)에 백화점·소매점, 식당, 여행사, 골프·스포츠클럽, 

스파·숙박업체 등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관광객 소비를 유도(‘02년~)

* 호텔, 골프장, 레스토랑, 쇼핑센터, 스파&마사지, 병원, 대중교통 등을 연계하여  1+1할인

혜택을 주는 ‘Buy One Get One Free’ 관광홍보로 관광객 유치(2003년)

[사례] 부유층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특전카드’ 발행

◦태국관광청 주관으로 5~20년의 비자 유효기간이 포함된 장당 50~200만 바트(한화 1,900~7,800만원 

상당)의 태국 관광 특전카드(TPC: Thailand Privilege Card)’를 발급

* 2003년 9월 15일 10만장을 첫 출시한 후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등 주요 도시에서 판촉 캠페인 실시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자 부유층을 타겟으로 집중 마케팅하여 2017년 기준 누적 5,040 명의

카드고객을 유치

* 스파치료, 골프장 회원권, 병원 진료, 호텔 객실료 할인 혜택 등 다양한 관광특전이 제공됨

[사례] 장기 요양 여행객 유치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전담기관을 설립

◦(대상) 연간 1~6개월 장기 요양하는 관광객(퇴직자, 학생·연수생, 전지훈련 운동선수 등)

* 단 태국 내에서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할 수 없음

ﾷ (경과) 장기요양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와 실행계획 허가(‘98.7) ￫ 프로그램 지원 위원회 

설립(’01.6) ￫ 장기요양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할 민관 합작투자회사인 태국 장기요양 경영회사

(TLMC, Thai Longstay Management Corporation Limited) 설립(2002.9월)

ﾷ (혜택) 비자 발급, 숙박, 의료치료, 사교활동 등에 있어 최상의 가격 할인을 제공해주며, 송금 

등 고객이 요구하는 다른 서비스도 지원

ﾷ (비자) 통장잔고 300만 바트 이상 보유한 만50세 이상의 외국관광객의 장기체류 비자

(Longstay Visa)를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16.11)
자료 : 한국문화연구원(2004), 언론보도(destinationthailandnews.co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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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체험+서비스+축제’ 등 관광 다양성과 지역별 차별화 추구

● 태국관광청은 마을 고유 생활양식이나 공예 등 체험요소를 가미한, 볼거리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

- 각종 체험과 서비스가 결합된 ‘관광 로드쇼’를 개발하여 관광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각 지역의 특색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차별화를 꾀함

* [중부지역-방콕, 칸차나부리, 후아힌 등] 문화유적이 풍부하고, 관광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어 관광과 체험,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종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 [남부&동부지역-푸켓, 코사무이, 파타야 등] 해양관광지로서 휴양을 목적으로 한 관광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스파 체험을 접목시키고 있음

* [북부&북동부지역-치앙마이, 나콘라차시마 등] 불교유적과 함께 트래킹 위주의 프로그램 시행

◉ 서비스 수출 성과

● 태국은 관광서비스 수출액 기준 ‘08년 세계 11위에서 ‘18년 4위로 고속성장

* 관광서비스 수출액(억 달러) : (‘08년) 182 ￫ (‘18년) 631 (연평균 13.2% 성장)

* 외국인관광객 수(만 명) : (‘08년) 약 1,500 ￫ (‘18년) 약 3,500 (약 2.3배 증가)

<국가별 관광서비스 수출 현황(2008~2018) >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연평균성장률

(‘08~‘18)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 세계 9,779 (100.0) 세계 11,984 (100.0) 세계 14,365 (100.0) 3.9%

1위 미국 1,338 (13.7) 미국 1,775 (14.8) 미국 2,145 (14.9) 4.8%

2위 프랑스 681 (7.0) 스페인 626 (5.2) 스페인 729 (5.1) 1.2%

3위 스페인 644 (6.6) 프랑스 566 (4.7) 프랑스 658 (4.6) -0.3%

4위 이탈리아 462 (4.7) 중국 517 (4.3) 태국 631 (4.4) 13.2%

5위 중국 408 (4.2) 영국 450 (3.8) 영국 542 (3.8) 3.5%

6위 독일 399 (4.1) 이탈리아 439 (3.7) 이탈리아 484 (3.4) 0.5%

7위 영국 383 (3.9) 마카오 431 (3.6) 호주 453 (3.2) 4.9%

8위 호주 280 (2.9) 태국 418 (3.5) 독일 426 (3.0) 0.7%

9위 터키 234 (2.4) 독일 413 (3.4) 일본 411 (2.9) 14.3%

10위 오스트리아 216 (2.2) 홍콩 389 (3.2) 마카오 404 (2.8) 11.7%

- 태국(11위) 182 (1.9) 일본(20위) 151 (1.3) 중국(11위) 395 (2.7) -0.3%

- 일본(26위) 108 (1.1) 한국(21위) 146 (1.3) 한국(25위) 154 (1.1) 4.7%

- 한국(29위) 98 (1.0) - - - - - - -

자료 : WTO Data(검색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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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산업 성장의 배경

● 일본의 관광산업은 2000년대부터 추진된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2012년 이후 

엔저현상, 중국의 경제성장 등의 대외요인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 ‘03년 ｢Visit Japan｣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06년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이 

제정
*
되면서 정부차원의 관광산업 육성이 본격화됨

* ｢관광기본법(1963년 제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지역의 창의성을 살린 주체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내외 관광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07년에는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08년에는 관광정책 주요 

담당기관인 관광청을 별도로 설립

- ‘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아베노믹스’ 정책에 

따라 지속된 엔화약세로 관광객 유입유인이 증대하는 한편,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

* 방일 외국인관광객 수(만 명) : (‘11년) 620만 명 ￫ (‘15년) 1,974만 명 (연평균 33% 성장)

* 방일 중국인관광객 수(만 명) : (‘11년) 104만 명 ￫ (‘15년)  499만 명 (연평균 48% 성장) 

◉ 정책적 노력

① 관광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범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

● 일본은 관광산업을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중점과제로 추진

* (‘13. 6) ‘일본 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과 ‘일본재흥전략’에서 관광산업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강조

* (‘15. 6) ‘일본부흥전략개정 2015’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관광진흥정책의 강화 명시

* (‘17. 6)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일본의 주요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중요성 강조

-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와 차관급 회의인 워킹 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장기적 비전과 중·단기 사업 프로그램 및 세부 시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광정책을 진행

* (관광비전 2020년 목표) 방문객 4,000만 명, 관광객 소비액 8조엔, 재방문객 2,400만 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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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외국인관광객 수 추이(만 명)>

자료 : 일본관광정보국(JNTO)

● 중앙정부 뿐 아니라 관계부처, 재외공관, 민간기업, 지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 진흥사업을 진행

* 관광입국추진 워킹 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며, 국토교통성 

차관을 좌장으로 운영

- 각 지역의 지방운수국, 지방정비국, 지방항공국, 도도부현, 관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방블럭별 연결회’를 통해 지역간 협력 사업 추진

* 무선와이파이 환경정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광역승차권 도입, 도시간 도로망 정비, 

외국인 관광안내소 정비, 교통수단간 연결 강화 등(일본관광청, 2017)

② 시장 다변화 및 주요 시장 맞춤형 프로모션 전략

● 2012년 센카쿠열도 분쟁에 따른 중일 외교관계악화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 

것을 계기로 동남아 및 구미주 등으로의 시장다변화를 꾀함

*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동남아시아 외국인관광객 100만 명 유치계획(’13)’실시

* 유럽, 미국, 호주 등 구미주 시장에서 현지 컨설턴트와 홍보회사 활용 및 부유층 대상 

시장 개척

● 일본관광정보국(JNTO)을 중심으로 20개 주요 시장
*
을 선정(‘15)하고 각 시장의 

방문객 규모와 특징에 따라 국가별로 세분화된 프로모션을 진행

* 한국,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일 외국인관광객의 행동패턴 및 프로모션 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프로모션 방향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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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TO의 국가별 방일 프로모션 예시>

시장 프로모션 주요 내용

한국

∙ (주요 타겟층) ①20~30대 젊은층, ②가족층, ③ 40~60대 여유층∙ 지방공항 직항편을 활용하여 지방유치 확대
- 인기 있는 서일본 지역 중 방문비율이 낮은 지역(주고쿠, 시코쿠 등)을 집중 홍보
- 이용자수가 많은 관서편을 활용하여 오사카+1 여행상품을 제공(한국 성수기인 1~2월 

프로모션 강화)

중국

∙ (주요 타겟층) ①30~40대 가족층, ②20~30대 여성, ③교육여행∙ 여행패턴이 빠르게 개인화되고 있어, 단체여행 뿐만 아니라 FIT 프로모션을 강화
- 심도행(개별 테마성이 있는 여행)을 웹사이트나 SNS를 활용해 홍보 진행∙ 최근 인지도가 높아진 쇼류도를 새로운 중점시장으로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도호쿠, 
규슈 프로모션도 함께 실시

태국

∙ (주요 타겟층) ①수도권 거주 부유층(주로 개별여행, 재방문), ②수도권거주 중간소득층, ③지방거주 부유층~중산층(주로 단체여행, 첫 방문객)∙ 태국 명절 전후 봄 휴가(3~5월), 가을 휴가(10월), 겨울 휴가(12월) 수요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전개  ∙ 방일 미경험층 위한 골든루트, 지방도시 체류자 대상 저가항공 및 환승편 안내 강화

미국

∙ (주요 타겟층) ①부유층/중산층, ②아시아계 에스닉층, ③SIT층∙ 성수기인 여름(6~9월)과 봄(3~4월)에 오바마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주목도가 높아진 
히로시마를 기점으로 프로모션 전개∙ 일본 비수기인 겨울에는 겨울스포츠를 테마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홋카이도, 나가노 등 ‘스노우 존(Snow zone)’으로의 방문을 촉진 

프랑스

∙ (주요 타겟층) ①30~40대 개별관광객, ②50~60대 그룹층, ③대중문화 애호층∙ 해외여행 예약시기(1~4월)에 집중적으로 이미지, 동영상을 활용하여 항공회사와 공동광고 
등 일본관광 홍보를 강화∙ 인기 있는 골든루트 및 히로시마, 최근 프랑스인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는 규슈지방으로의 
유치, 2019년 럭비 월드컵을 고려한 프로모션을 새롭게 전개

자료 : JNTO(2017) 平成29年度市場別訪日プﾛﾓーｼｮﾝ方針

③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루트 활성화

● 아베 내각은 ‘15년부터 ‘지방창생(지역이 살아야 일본이 산다)’을 강조하며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 

* 산속의 온천마을 쿠로카와’ 등의 스토리텔링 홍보와 전통 숙박시설(료칸) 및 음식 문화

(가이세키) 등이 결합된 관광상품을 다수 개발 

● 또한 특정지역36)에 외국인 관광객이 편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고루 활성화시키기 위해 광역관광주유루트 사업과 DMO37)체제를 도입

36) 2015년 기준 방일 외래 관광객의 약 60%가 도쿄-후지산-교토-오사카, 이른바 ‘골든루트’ 집중 

37) 지역 관광마케팅 기관(DMO,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은 유럽에서 시작된 개념으로서 지자체 

산하기관 및 사업자 등 관련주체들이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 지역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 일

본 DMO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관광협회와 같은 조직을 DMO로 전환시키는 등 정부 주도적이라는 점에서 자

생적 특성이 강한 유럽 DMO나, 지자체 및 민간 주도의 우리나라 관광두레 사업과 차이점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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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광역관광주유루트와 31개 모델코스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스토리 텔링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방문지역 다각화를 유도

* 11개 광역관광주유루트의 핵심테마와 모델코스, 중점시장을 선정하여 루트별로 마케팅 

조사, 해외프로모션, 투어상품 기획·판매, 수용태세 정비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

- DMO를 구심점으로 복수의 관계부처(행정)와 민간업체(상품개발),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사업 및 마케팅 실시

* 행정구역이나 지역 형평성에 얽매이지 않는 성과주의 체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사례] 중부 광역추진위원회의 “소류도” 개발38)

- 츄부(中部)·호쿠리쿠(北陸)지역 9개 현은 공동으로 중화권에서 인기 있는 

용을 모티브로 한 “쇼류도(昇龍道)프로젝트”를 개발

- 지자체는 외래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 정비, 외국어 표기, 와이파이 설치 

등을 진행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함

*‘16년 상반기 9개 현의 외래관광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

자료 : 일본관광청 및 축제 홈페이지 참고

④ 외국인관광객 편의 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

● ‘동남아시아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주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

- (‘13) 태국, 말레이시아 비자 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

*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 비자 완화 이후 전년대비 약 50%이상 관광객이 증가

- (‘17)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의 경우 비자 면제

* 단,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는 상륙허가 기간이 15일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39) 표준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정해서 발급 

●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향상을 위해 소비세 면세제도40) 확대 시행

- 면세대상액 환급기준을 낮추고(10,000엔￫5,000엔), 면세대상 적용품목을 기존 

일반물품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등 소모품까지 확대

* 개정 이후 소비세(8%)가 면세되는 면세점 수는 9.4천개('14.10)에서 39천개('16. 10)로 증가

38) 관광청 및 쇼류도(http://shoryudo.go-centraljapan.jp/ja/index.html)

3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40) 日本交通公社 ｢外国人旅行者向け消費税免税制度の改訂が与える影響について｣ ｲﾝバｳﾝド政策研究ﾚポー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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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세 면세제도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정 전
∙ 면세 대상 : 가전, 의류, 가방 등 일반물품∙ 면세 대상액 : 10,000엔 초과

2014년 개정
∙ 면세 대상 :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등 소모품∙ 면세 대상액 : 5,000엔 초과 50만 엔까지

 * 기존 면세대상품목은 10,000엔 초과

2015년 개정 ∙ 제3자에게 면세수속을 위탁할 수 있는 면세수속 카운터 제도 도입

2016년 개정 ∙ 면세 대상액 : 일반물품 최저구입금액을 10,000엔￫5,000엔으로 변경

2017년 개정 ∙ 주세 면세제도 실시(수출품목허가를 받은 주류제조장 판매 주류품)

자료 : 日本交通公社 ｢外国人旅行者向け消費税免税制度の改訂が与える影響について｣ ｲﾝバｳﾝド政*研究ﾚ
ポーﾄ, 일본관광청,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 외국인관광객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민박서비스(공유숙박)를 허용

*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18. 6)

- 관할 도도부현에 신고 시 연간 180일 한도 내 유휴주택 유상임대 가능41)

◉ 서비스 수출 성과

● 일본은 지난 10년간(‘08~‘18) 관광서비스 수출액 연평균 14.3%씩 성장, 외국

인방문객 수는 연평균 14%씩 증가하며 세계 9위 관광대국으로 발전

<국가별 관광서비스 수출 현황(2008~2018) >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연평균성장률

(‘08~‘18)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 세계 9,779 (100.0) 세계 11,984 (100.0) 세계 14,365 (100.0) 3.9%

1위 미국 1,338 (13.7) 미국 1,775 (14.8) 미국 2,145 (14.9) 4.8%

2위 프랑스 681 (7.0) 스페인 626 (5.2) 스페인 729 (5.1) 1.2%

3위 스페인 644 (6.6) 프랑스 566 (4.7) 프랑스 658 (4.6) -0.3%

4위 이탈리아 462 (4.7) 중국 517 (4.3) 태국 631 (4.4) 13.2%

5위 중국 408 (4.2) 영국 450 (3.8) 영국 542 (3.8) 3.5%

6위 독일 399 (4.1) 이탈리아 439 (3.7) 이탈리아 484 (3.4) 0.5%

7위 영국 383 (3.9) 마카오 431 (3.6) 호주 453 (3.2) 4.9%

8위 호주 280 (2.9) 태국 418 (3.5) 독일 426 (3.0) 0.7%

9위 터키 234 (2.4) 독일 413 (3.4) 일본 411 (2.9) 14.3%

10위 오스트리아 216 (2.2) 홍콩 389 (3.2) 마카오 404 (2.8) 11.7%

- 태국(11위) 182 (1.9) 일본(20위) 151 (1.3) 중국(11위) 395 (2.7) -0.3%

- 일본(26위) 108 (1.1) 한국(21위) 146 (1.3) 한국(25위) 154 (1.1) 4.7%

- 한국(29위) 98 (1.0) - - - - - - -

자료 : WTO Data(검색일: 2019.08.13.)

41) 복잡한 신고서류 절차 등으로 민박신법이 오히려 민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전문숙박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존재하나, 전문가들은 해당 법 시행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민박사업이 

양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등의 시장진출로 일본 내 민박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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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 (영국 )

 서비스 부문 개념 및 범위

업종 개념 범위

콘텐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된 산업
 (美)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英)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日) 문화콘텐츠산업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총 12개 영역

자료 : 콘텐츠산업진흥법

 서비스 수출강국 사례 분석

◉ 산업 성장의 배경

● 영국은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오래된 역사와 영어사용국으로서의 

이점 등에 힘입어 콘텐츠 산업 강국으로 성장

- 근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현대 J.K.롤링의 ‘해리포터’에 

이르기까지 영어 기반의 우수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꾸준히 배출됨 

* 세계 4대 뮤지컬이라 불리는 ‘오페라의 유령’, ‘캣츠’, ‘레 미제라블’, ‘미스 사이공’은 모두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탄생한 콘텐츠42)

● 영국 정부는 1998년 ｢창조산업전략보고서(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에서 

창조산업
*
 육성을 국가 과제로 채택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주력

* 창조산업(12개 분야) : 광고, 건축, 공예, 디자인, 영화·TV·비디오·라디오·사진, 

IT·소프트웨어·컴퓨터서비스, 출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음악·공연·시각예술, 

애니메이션·시각효과, 비디오게임, 문화유산

4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3/20190123017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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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노력

① 민·관 협의체 중심의 간접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

●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실질적인 공적지원 업무를 다양한 민간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간접 지원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화

-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지만 자금의 사용방법과 대상은 전문가나 관련 기구에 

일임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기조로 삼고 있음

* 영국의 문화예술정책의 기조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주의를 의미

● 민·관 합동포럼인 창조산업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 CIC)을 조직해 

정부-산업간의 협력 창구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전담기구 및 위원회, 기타 민

간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

* 영국비디오게임산업협회(UKIE)는 CIC에 참여해 정책, 무역, 교육 등에서 대규모 게임배급사

(닌텐도, 소니 등)와 중소제작업체의 이익을 대변(Ukie 인터뷰, ‘19.10월)

[사례] 창조산업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 CIC)

◦민·관 합동 포럼으로 정부에서는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기업

혁신규제부(BEIS) 등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BBC, 구글, UK Music 등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활동 중

◦정부·민간 간의 협의를 기반으로 ①재정 마련, ②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③인프라 구축, ④지식자산 보호, ⑤해외 투자 유치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정부 정책들을 제언하고 있음

* Create UK(2014), 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2018), Creative 3-Year 

Exports Strategy(2019) 등  

- 주요 콘텐츠 기업, 협단체, 정부와 협력해 민간주도로 콘텐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집중

<영국 주요 창조산업 생태계 현황>

지역
글래스고
(Glasgow)

던디
(Dundee)

런던
(London)

레스터
(Leicester)

브리스톨
(Bristol)

산업 TV제작 비디오게임 연극·뮤지컬 영화(발리우드) 애니메이션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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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재권 보호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원천 

콘텐츠(Original Content)를 확장하고 재창조하는 라이센싱
*
 전략을 활발히 구사

* 라이센싱은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 

- 방송 콘텐츠의 경우 독립제작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2003년 통신법

(Communication Act) 제정을 통해 콘텐츠 유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

[사례] 독립제작사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규정한 통신법(Communication Act)

◦통신법은 방송통신 규제 통합기관인 오프콤(Ofcom)을 설립하고 오프콤으로 하여금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저작권 관련 시행규칙의 수립, 감독,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

◦오프콤은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의 콘텐츠 제작비를 보장하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독립

제작사로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추가적인 콘텐츠 유통 및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 

◦독립제작사 재정여건 개선, 거대 제작사로의 성장 등을 통해 영국은 2014년 세계 방송 포맷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자료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6),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 매력적인 원천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당 지재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스토리 및 장르를 확장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내 시너지 효과를 창출

[사례] 해리포터 시리즈의 콘텐츠 지재권 확장 전략

◦1997년 해리포터 첫 소설 출간 이래 8편의 영화 제작, 게임 출시, 연극,

스핀오프 시리즈, 테마파크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해리포터 콘텐츠가

확장됨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리포터 콘텐츠의 총 매출액은 308조에 이르며

매년 영국에 약 6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할리우드 영화 역대 흥행 20위권 중 해리포터 시리즈가 6편을 차지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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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금감면(Tax Relief)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 2013년부터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등 8개 콘텐츠 분야 기업 대상 영국 

내 지출 비용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영화에 대한 세액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방송, 게임, 연극 순(‘18)

* 세액공제(VGTR)이 없었다면 게임제작사의 약 60%가 부도에 직면했을 것으로 분석됨

(Ukie 인터뷰, ‘19.10월)

 
-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BFI)*의 문화테스트(Cultural test)를 

통해 영국의 콘텐츠로 인정받아야 하며 제작관련 비용 중 10% 이상
**
이 영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지출되어야 함

 *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으로 위탁을 받아 문화테스트를 통한 인증·자격심사를 담당

** 이는 문화테스트에 적용되는 공통된 비용기준이며, 콘텐츠 분야에 따라 비용기준은 상이함 

<영국의 비디오 게임 세액공제(VGTR) 프로그램>

주요 
혜택

EEA 지역에서 발생한 게임 설계, 제작, 테스트 관련 비용의 최대 80% 세금 공제

과세 대상 이익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혜택 
조건

영국 게임 콘텐츠에 해당하거나 영국에서의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됨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핵심 비용 중 최소 25%가 EEA 지역에서 발생
1)

유럽문화반영도를 심의하는 문화테스트(Cultural Test)에서 총 31점 중 16점 이상 기록
  

  주 : 1) 영국정부는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더라도 세액공제를 최소 2023년까지는 유지한다고 밝힘

(2019.9.6.)43)

자료 : BFI

● 스타워즈(Star Wars),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 등 인기 대작 시리즈들이 

영국에서 제작되었으며 워너 브로스(Warner Bros)와 같은 미국 헐리우드 기업유치를 

통해 5년 연평균 투자액 증가율이 약 100%를 기록(BFI, 2017) 

* 스타워즈와 왕좌의 게임 모두 미국의 배급사(각각 디즈니, HBO)를 통해 제작되었으나 

영국 문화테스트를 통과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대상 총 110억 파운드 이상의 지원을 통해 ‘16년 

기준 132억 파운드의 부가가치 및 15.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gov.uk, 2018)

43) accountingweb.co.uk(2019.9.6.), “Will Video Games Tax Relief still exist after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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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및 인재 양성

● 콘텐츠 전문 민간 교육기관 ‘스크린 스킬스(Screen Skills)’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수요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투자기금 ‘SIF(Skills Investment Fund)’ 운영, 콘텐츠 산업 시장의 수요 

파악 R&D 연구, 구인구직 정보 및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공공·민간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

- 견습생(Apprentice)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지원하며 구직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기반으로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 현장 훈련과 전문자격 취득이 가능함

* 견습생 중 68%가 고용을 유지했으며 72%가 동일한 기업에서 근무(gov.uk, 2017)

<스크린 스킬스(Screen Skills)의 견습생(Apprentice) 프로그램>

견습생
16세 이상의 구직자 대상 일·학습 병행제로 최소 1년에서 5년 근무할 수 있으며 특정 직무
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기업

대기업은 15,000 파운드(2만 달러)의 비용을 견습생 훈련 및 평가를 위한 정부기금에 납부
한 경우 정부로부터 견습생 프로그램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 외 기업은 비용의 5%를 부담하며 정부는 나머지 95%를 지원

자료 : 영국정부(gov.uk)

● 스크린 스킬스의 교육프로그램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인력(유통·마케팅, 자금조달, 해외진출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어 수출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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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출 성과

● 영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
*
는 ‘18년 105십억 달러로 세계 전체 시장의 4.6%를 

차지하며 세계 5위를 기록

* 콘텐츠 수출은 통계집계 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시장 규모’로 갈음

<국가별 콘텐츠 시장 규모 현황(2012~2018) >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5년 2018년 연평균성장률

(‘12~‘18)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 세계 1,667 (100.0) 세계 1,972 (100.0) 세계 2,299 (100.0) 5.5%

1위 미국 641 (38.5) 미국 742 (37.6) 미국 854 (37.1) 4.9%

2위 일본 159 (9.5) 중국 194 (9.8) 중국 265 (11.5) 12.7%

3위 중국 129 (7.7) 일본 173 (8.8) 일본 184 (8.0) 2.5%

4위 독일 89 (5.3) 독일 97 (4.9) 독일 105 (4.6) 2.8%

5위 영국 82 (4.9) 영국 94 (4.8) 영국 105 (4.6) 4.2%

6위 프랑스 62 (3.7) 프랑스 67 (3.4) 프랑스 73 (3.2) 2.8%

7위 한국 42 (2.5) 한국 50 (2.5) 한국 57 (2.5) 5.2%

8위 캐나다 41 (2.5) 캐나다 47 (2.4) 캐나다 52 (2.3) 4.0%

9위 이탈리아 36 (2.2) 브라질 37 (1.9) 브라질 43 (1.9) 7.4%

10위 브라질 28 (1.7) 이탈리아 37 (1.9) 이탈리아 42 (1.8) 2.6%

  주 : 각국 콘텐츠 시장 규모로 순위 집계 

자료 : 2017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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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개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 우위는 국가의 내재적 요인*과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에 달려있음

* 국가의 역사적 배경, 문화, 언어, 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산업 관련 각종 사회현상 등

● (아일랜드/정보·통신·컴퓨터) EMEA시장 접근성(EU회원국), 언어적 이점등을 

토대로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확대 및 고용창출 전략 구사 

* 첨단 IT산업 위주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결과, 척박한 자연환경과 빈약한 

부존자원을 지닌 서유럽 변방의 섬나라로서의 악조건을 극복

● (싱가포르/의료서비스) 아시아 경제허브로서의 지리적 입지
*
를 바탕으로 병원 간 

경쟁체제, 민간 영리 의료법인제도 등 의료시스템 효율화 정책 운영

* 항구 도시국가, 대륙간 중간교역지의 위치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결과 의료서비스 강국으로 부상

● (인도/의료서비스) 영어사용국, 비용 대비 우수한 의술 등을 기반으로 전통 

대체의학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 지원

● (태국/관광서비스) 풍부한 자연관광요소와 독특한 왕국 문화,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
*
 등을 토대로 한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 전략

*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자연휴양지로 파타야가 각광받은 이래 푸켓, 크라비, 뜨랑 등의 

관광지를 정부 주도로 발전시켜 서양인들의 대표적인 장기체류 휴양지로 부상  

● (일본/관광서비스) 범정부·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부흥 전략과 엔저현상 

등의 관광객 유입 강화요인이 시너지 효과를 냄 

● (영국/콘텐츠) 유구한 콘텐츠 제작 역사와 언어적 이점 등의 문화적 배경에서 

콘텐츠 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및 간접지원 정책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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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정책 지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 시장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

- (영국) 제작능력을 지닌 콘텐츠 제작자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적 장치

(Communication Act)를 마련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

- (아일랜드) 기업의 참여가 강화된 민관합자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IT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지식확산 효과를 극대화

- (싱가포르) 공공병원 간, 공공-민간병원 간 경쟁 유도 및 영리의료 서비스 

허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적 제고를 유도

● 서비스 산업을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전담 지원기관 설립,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전담 지원기관) 일관되고 체계적인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일련의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담 지원기관 및 컨트롤타워 운영

* (아일랜드) IDA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포괄적 지원시스템 운영

* (싱가포르) Singapore Medicine는 의료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 (태국) 장기요양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민관합작 투자회사(TLMC) 설립 

- (인센티브) 국가의 유휴자원 활용을 전제로 한 세액공제, 조세감면 등의 폭

넓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책지원의 당위성과 성과를 동시에 달성   

* (영국) 문화테스트를 통과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아일랜드) 자국에서 수행된 R&D를 통해 획득한 지재권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 감면

* (인도) 의학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장기 의료비자 제공

- (규제 완화) 서비스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일관된 규제 완화 추진 

* (일본) 외국인 관광객 소비세 면세제도 강화, 동남아 관광객 비자발급 요건 완화

* (태국) 28개국 도착비자 서비스 제공 및 18개국 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46 서비스 산업별 수출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산업의 변화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혁신 역량을 

확대

●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기술수준과 이종산업 간 융합 등을 반영하여 인재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

- (아일랜드) 민관합동 전문가협의체에서 산업에서 요구하는 부문별·수준별 

인재수요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이에 맞는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 

- (인도) 전통의학(아유르베다) 육성을 위해 보건부 산하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최신기술을 학습한 의료 인재를 양성하여 인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창출

● 구직자 대상 전문 교육, 재직자 대상 재교육·직무전환 교육 등 산업 현장과 

연계된 인재 양성을 통해 인력수급의 미스매칭을 최소화

- (영국) 구직자를 대상으로 견습생 제도를 운영하여 콘텐츠 창작, 유통·마케팅, 

자금조달 등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 역량 강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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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요약>

구  분 내  용

정보
통신

컴퓨터
(아일
랜드)

내재적 요인∙ EMEA시장 접근성(EU회원국), 언어적 이점(영어) 등  

관련 정책
∙ FDI 유치를 통한 R&D집약적 IT서비스업 육성 및 집적이익(지식확산) 창출∙ 이를 위한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낮은 법인세율, 유연한 노동법, 지재권 보호 등)∙ 다국적기업의 산학협력(R&D) 및 인재양성(인재수요 예측, 교육과정) 참여 확대 유도

시사점 ∙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전략적 외자유치 확대로 IT서비스 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의
료

싱
가
포
르

내재적 요인∙ 아시아 경제허브로서의 지리적 입지, 1980년대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폐지 등

관련 정책
∙ 공공병원 민간 위탁운영 및 의료기관 경쟁체제 운영을 통한 의료시스템 효율화∙ 공공병원을 통한 내국인 진료와 민간병원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혼합시스템 운영∙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의료+편의서비스’ 융복합 서비스 발달 

시사점
∙ 의료 경쟁체제 (공공-민간, 민간 간) 도입, 의료시장의 점진적 개방∙ 민간 영리의료법인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인
도

내재적 요인∙ 비용 대비 우수한 의술, 언어적 이점(영어), 풍부한 전통 대체의학(아유르베다, 요가 등) 등

관련 정책
∙ 전국 100개 이상의 5년제 대학에서 아유베르다44) 의사 양성(‘17년 기준 43만명)∙ ‘16년 원격의료 서비스 공공의료센터 25만 개소에 도입하는 등 첨단기술 수용∙ 보건법 제정(의료서비스세 면세), 민관합작 의료관광 전문회사 설립 등 의료관광 지원

시사점
∙ 자연철학 및 과학에 관한 역사적 관심과 재능을 관련 산업 육성으로 승화∙ 전통-현대 융합서비스 개발 및 비교우위 요소로 발전시켜 의료서비스 차별화 추구

관
광

태
국

내재적 요인∙ 풍부한 자연관광요소, 독특한 문화, 산업발전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베트남전쟁) 등

관련 정책
∙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및 지원정책(도착비자 서비스 개시, ‘18) 구사∙ 선진국 고령자·부유층, 장기요양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타겟형 관광상품 개발 

시사점
∙ 관광객 유형별 세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다양한 성수기 프로모션 시행∙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면제 등 입국편의 향상을 통한 관광객 유인

일
본

내재적 요인∙ 지방창생을 위한 관광진흥 및 엔화약세로 인해 관광객 유입 증대

관련 정책
∙ 범정부·민간 협력체계 운영을 통한 일관된 관광정책 구사 및 성과지표 관리∙ 비자발급요건 완화(동남아 대상), 소비세 면세제도 강화 등 관광객 편의 증대∙ 지자체 연계, DMO체제 도입을 통한 지역관광루트 개발 및 효율적 마케팅 실시 

시사점 ∙ 정부·지자체·민간의 체계적인 협력 및 규제개선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

콘텐츠
(영국)

내재적 요인∙ 역사문화적 배경, 언어적 이점(영어), 자생적인 콘텐츠 생태계 발달 등

관련 정책
∙ 민관합동포럼(CIC)을 통한 정부-산업체 간 협력창구 마련 및 간접지원 정책 구사∙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 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콘텐츠 제작여건 건전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25%)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및 외자 투자유치 활성화

시사점 ∙ 제작자 권리를 존중하는 합리적 생태계 조성 및 자율을 보장하는 간접 정책 지원

44) 아유르베다 진료체계는 내과, 산부인과 등 8개 진료과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공식인정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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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강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비교>

구 분 수출강국 우리나라

정보
통신

컴퓨터
(아일
랜드)

∎낮은 법인세율(12.5%) 장기간 유지
- ‘03년 인하(16%￫12.5%) 이후 변동 없음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세계15위, WEF)
- 고용·해고 관행(46위), 노사협력(23위), 임금결정

유연성(45위), 해외인력 고용 용이성(21위) 등

∎포괄적 R&D 세액공제(25%) 제도 운영  
- R&D인력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 有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도 
- 경상지출vs.자본지출 구분 없음
   (R&D시설 건설·보수비용도 25% 세액공제)

∎산업수요를 수렴한 인재양성시스템
 - 민관합동 인력수요 예측, 직무연계 평생교육 등

∎ ‘19년 법인세 인상(22.0%￫25.0%)45)

-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OECD국가 5위46)

∎노동시장 유연성 미흡(세계97위, WEF)
- 고용·해고 관행(102위), 노사협력(130위), 임금결정

유연성(84위), 해외인력 고용 용이성(100위) 등

∎R&D 세액공제(0~25%) 범위 제한적
- R&D인력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 미흡 
- 지출성격(경상(0~25%)vs. 자본(1~6%))에 따라

별도의 세액공제율 적용

∎고등교육(대학)에 의존
- 수준별 직무연계 평생교육 체계 미흡 등

의
료

싱
가
포
르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 경쟁￫서비스 질 개선

∎영리의료법인 허용￫의료+웰니스 복합서비스
∎공공의료기관 경쟁 부재

∎미용·성형시술에 한해 해외관광객 부가세 환급

∎한의학 글로벌화 추진 확대 필요 
 * 한의학 포함 각국 ‘전통의학’ WHO 공식인정 예정
**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 신설(‘19.11, 보건복지부)

인
도

∎원격의료 등 첨단기술 도입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의료서비스세(5%) 면제

∎전통의학+현대의학 융합￫의료서비스 차별화

관
광

태
국

∎관광산업을 자국의 경쟁우위 산업으로 인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정책 구사
- 도착비자 서비스(‘18~) 제공으로 입국편의 향상

∎특정 타겟 관광층 대상 틈새 관광시장 확대
- 부유층, 장기요양 관광객 등 특정고객 
  타겟형 프로모션 상품 개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인식 부족
- 국가관광전략회의 소속 조정(대통령￫국무총리)

∎빈약한 관광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목
적이 쇼핑에 편중(62.2%)
- 이에 따라 재방문 관광객 수 저조

* 재방문율 비교(‘16) : 한국(38.6%) vs. 일본(59.3%)

∎일관된 정책추진체계 미흡
-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직제 폐지(‘17)
-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 수시 변경￫성과관리X

∎외국인관광객 편의 증대를 위한 규제완화 미흡
- 일반 관광객 대상 비자요건 완화 정책 미흡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16년 시행)은 빈집 활용

불가(실거주 주택만 가능), 내국인 투숙 불가47)

∎지역관광상품 미흡￫관광객 수도권 편중 
- 외국인 관광객의 78.8%가 서울에 집중
 * 2015년 지역관광협의회 신설하였으나 지역별 할당

인력은 대부분 2~5명에 불과하고 전문성 또한 부족

일
본

∎범정부·민간 협력체계￫일관된 정책 구사
- 정부-지자체-민간 협업 하 시장다변화 추진 
- 연도별 목표치 설정 및 KPI 사후점검체계

∎비자발급요건 완화(동남아), 소비세 면세 확대, 
숙박업 규제완화(민박신법) 등 관광편의 증대

∎지역관광루트 개발￫지역관광 활성화
- 정부-민간 공동(DMO)으로 관광 마케팅 실시

콘텐츠
(영국)

∎콘텐츠 독립제작사 제작비 보장 및 지재권 보호
(Communication Act 2003)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8개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25%) 혜택 제공
- 문화테스트, 지출규정 통과 필수

∎독립제작사의 권리인정 미흡(선급금 미보장, 저작권
방송사 전체 귀속 등) 등 산업생태계 미성숙

∎영화·방송 콘텐츠 세액공제(3~10%) 제공
-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기타 콘텐츠는 신

기술 개발 건에 한하여 세액공제

45) OECD 국가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국, 칠레, 그리스 등 6개국뿐이며, 미국, 일본, 영국 등 

14개국은 인하함

46) 한국(5위, 4.5%), 일본(7위, 4.1%), 아일랜드(14위, 3.21%), OECD평균(3.0%), 독일(25위, 2.1%), 미국(34위, 1.1%)

47) 최근 실증특례가 적용된 ‘공유민박업’은 제한된 범위(내외국인 최대 4천명 대상, 서울 지하철역 근처, 연간 180일 

이내)에서 공유숙박 허용. 다만, 집주인은 도시민박업(외국인대상, 연중 영업)과 공유민박업(내외국인대상, 연중 

180일 영업) 중 택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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