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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중진국의 함정 

 

2000년부터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지만 몇 가지의 문제 

때문에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중진국에 머무르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특히 인도네시아는 연간 6%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의 6%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제조업 저성장, 노동시장 빈곤 등의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중진국의 함정(MIT)에 빠질 위기에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

남아시아 국가를 통하여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는 나라는 국내투자를 늘려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켜야 한다. 1인당 국민 소득을 높이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잠재력 제로를 통하여 성장률을 가속시키면 재정안정을 이루게 된다. 

두 번째로 소득 분배를 개선, 자산시장 버블 축소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균형 있는 국가예

산을 확보, 국가 부채를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보급률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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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정보 취득이 쉽고 빠르고 저렴하여 통신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켰다. 고소득 국가는 

2012 년 76 %의 꽤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인터넷 보급률을 늘리

는 것이 MIT를 피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보여진다. 

네 번째로는 보다 높은 교육을 받도록 확산 시켜야 한다. 중등교육을 확산시키는 것만으로는 

개발 도상국이 MIT 탈출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제 3차 교육(중등학교에 이어지는 대학 및 직

업 교육 과정의 총칭)을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어 내고 대외 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지 높은 생

산성을 기반으로 값싼 노동력과 자본에 의지 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경쟁

력을 높여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어 내어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 시켜야 한다.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노동 연령인 청

장년 층이 노인 부양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노동 인구에 노인의 의존 비율이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하여 출산율을 유지 시켜 경제 활력 제고를 시켜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이 외에 네 국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노동시장 개선, 무역

개방 등을 통하여 MIT에 대처하여야 하며, 이러한 MIT를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적절

한 대책을 통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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