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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Study of 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Jinn-yuh Hsu* · Bae-Gyoon Park**

요약 :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

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

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

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 이

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

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

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

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주요어 : 대만, 가오슝, 가공수출구, 지정-지경학, 타협, 발전주의 국가

Abstract : This paper argue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 
the first EPZ in East Asia, is a compromise of cold-war geopolitical economy in the 1960s. The KEPZ 
is part of the liberalization policy advise of the US Aid agency which intended to push the KMT 
(Kuomintang) government to downsize the nationalized sectors and foster private enterprises and encour-
age foreign investments. However, the KMT state hesitated to embrace the advice wholeheartedly but was 
forced to implement selectively the policies. To meet the compromise between liberalization and control, 
the KMT government takes advantage of the KEPZ to grab the geoeconomic opportunities emerging 
from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the 1960s without losing the geopolitical support from the 
US. The idea that zoning as a space of compromise would provide a subtle re-examination of the ri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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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만 가공수출구(Export Pro-
cessing Zone, EPZ)의 형성과정과 그를 둘러싼 논

쟁, 그리고 가공수출구 발전형태의 역사에 대해 

회고함을 통해, 자본의 이동성과 국가의 영토성이 

대만이라는 영토적 정치공동체를 둘러싼 지정-지

경학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타협하였는지 사회-

공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
port Processing Zone, KEPZ로 약칭)는 동아시아

의 ‘경제 기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항상 

언급된다. 특히, KEPZ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적 자유화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서 많이들 언급

되는데, KEPZ에서 기원한 특구 모델은 한국, 필

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의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

해된다(Yuan and Eden, 1992; Madani, 1999). 또
한 동아시아 최초의 가공수출구인 KEPZ의 설립

은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가 경제발전

에 개입한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동시에(Amsden, 

1989; Wade, 1990), 대만이 경제자유화로 나아간 

중요한 첫 걸음으로 여겨진다(World Bank, 1993). 
따라서, KEPZ의 설립 원인을 해석할 때에도 대

부분 연구들이 1) 취업기회의 창조, 해외투자의 

유인, 기술이전 등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만들었다고 바라보는 기능

주의적 해석을 제시하거나, 혹은 2) KEPZ의 성공

적 발전을 계획합리성에 입각한 국가의 개입이 성

공한 사례로 이용하여 왔다. 심지어 종속이론을 

반박하는 사례로 이용되기도 하는데(Barrett and 
Whyte, 1982), 여기서 KEPZ는 발전도상국이 시

장에 순응하여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수출지향 산

업화로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제화에 성

공한 사례로 쓰인다(Hughes, 1988).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어떤 경우는 상호모순

적이고, 더구나 매우 기능주의적이어서 성과(해외

투자 유인)를 KEPZ 설립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오

류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 KEPZ의 설립이 당시 

소위 대만의 ‘전환(수입대체전략에서 수출주도전

략으로 바뀐 것)’ 경험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

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설명은 KEPZ
의 실제 설립과정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초래한다. 

KEPZ의 설립과 발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먼저 1960년대 대만의 국가정책이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

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KEPZ와 같

은 경제특구의 설립이 사회-기술-공간 조직의 구

축과 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특히 영역, 

국경, 주권 등 인구와 자원의 이동과 배치의 지리

적 구성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특히, 경제특구, 영토, 국경 등과 같은 장치들

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의 구성은 사실상 그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치들 배후의 보다 구조적

인 사회, 정치, 경제적 역학의 복잡성이 드러난 결

과이다. 따라서, KEPZ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물

질성”을 갖춘 지리적 공간에 대한 이해는 그 공간 

건설과정의 배후에 존재하는 복잡한 정치-사회-

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이를 

the KEPZ which is conventionally explained by the functionalist arguments such as increase of employ-
ment opportunities, foreign investments and export by the far-sighted developmental state.

Key Words :  Taiwan, 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Geo-political Economies, compromise, devel-
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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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궁극적으로 EPZ의 구축과 발전에 대해 훨씬 

깊이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Jessop et al., 

2008).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EPZ 혹은 그와 유사한 경

제특구의 설립이 국민경제가 해외자본과 조우하

고 국제경제체계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긴장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타협의 결과로 

바라본다. 특히, 국제경제체계에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자유화(주로 경제활동에 대한 국

가규제의 완화로 표출됨)에 대한 절박함과 기존의 

국가 통제와 규제를 유지하여 기존 정치-사회적 

시스템과 질서에 내재된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타협의 결과로 

경제특구를 설명하려 한다(Mezzadra and Neilson, 

2013 참고). 국가는 특구와 같은 예외적 공간의 생

산을 통해 한편으로는 자유화로 인해 확대되는 국

가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연결성이 초래할 사회적 

불안정의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의심을 관리하면

서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예외적 공간은 국가가 국제지정학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실험 

공간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EPZ의 설립을 고용 혹

은 투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능

주의적 설명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마

산수출자유지역의 계획, 입지, 조성과정을 1960
년대 수출지향 산업화를 추진하던 발전주의 국가

의 관료들이 경제적/계획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의 유치와 수출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

한 산업 및 공간정책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경향

을 보인다(김성렬, 1979; 이남두, 1973; 심재민, 

1980; 이상철 2008).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국가

의 행위가 너무나 많은 정책적 모호함(ambiguous 
policy)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우발적 

요인들의 결합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

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등한시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박배균·최영진(2014)과 황진태·박배

균(2014)은 베버주의적 국가론에 근거한 국가 정

책과 행위에 대한 연구가 국가의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산업

의 입지와 산업단지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의 정책과 행위를 중앙정부 관료들과 의사결정자

들의 계획합리성의 결과로만 인식하기보다, 글로

벌, 국가, 지방 등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작동

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

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EPZ의 설립을 국가가 주권 양도를 통해 

자유화의 과정을 완성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국가

가 특구라는 예외공간의 조성을 어떠한 정치경제

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한다. 국가는 자유화의 완성을 위해 특구를 조성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화에 수반되는 특정

한 주권의 양도가 초래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

회적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실험과 타협

의 전략으로 예외적 공간을 건설한 것으로 이해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EPZ를 발전주의 국가(de-
velopmental state)가 관료집단의 계획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경제발전 혹은 자유화 정책을 위하여 추

진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가 처한 지정-

지경학적 한계와 기회의 구조를 등한시하는 것이

다. 즉, 특구는 국가가 일종의 지정학적인 안전과 

지경학적인 이익의 타협을 찾는 과정 속에서 택하

게 된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Glass-
man, 2011; Sparke, 2006).

다음 절에서는 먼저 KEPZ의 설립 당시에 대만

이 직면했던 문제들(경제발전, 군사대치, 지정학 

등 포함)을 소개하며, 동시에 KEPZ와 관련된 문

헌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다음

으로 제3절에서는 KEPZ 설립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과 관련된 지리적 공간 조직의 건설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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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KEPZ가 결코 일방적인 정책적 고려에 의해 

나온 성과가 아닌, 수 많은 정책적 논의와 논쟁 과

정 속에서 이루어진 상이한 이해관계와 주장들 사

이의 타협의 결과라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제4
절에서는 KEPZ의 성과와 발전의 진화를 다룰 것

이며, 마지막으로는 KEPZ의 사례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주의 국가”와 관련한 개념들의 유

효성을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2. 역사적 맥락

KEPZ 설립의 역사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1949년 국민당이 중국 내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으

로 후퇴한 후 추진한 경제건설계획 부터 살펴봐야 

한다. 55년간(1895-1945)의 일본 식민지 지배 기

간 동안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

던 대만은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본격

적인 산업화를 경험하게 된다. 국민당 정부는 먼

저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해 

제1기 4개년 경제건설계획이 1952년 말에 시작되

었다. 4년 후인 1956년 말 까지 이 계획은 순조롭

게 추진되었고, 그 결과로 1953-1956년 4년 동안 

수출액이 매년 750만 달러씩 증가하였으며, 수입

대체 산업화의 결과로 절감되는 수입외화지출이 

많게는 수입 총액의 37%에 해당되는 7,400만 달

러에까지 도달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국민총생산

(GNP)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은 매년 평균 8.1%였

다. 농공업생산지수는 매년 두 배 이상 성장하였

는데, 특히 농업생산지수는 매년 평균 114%, 공업

생산지수는 매년 140.1%, 교통운수는 120.9% 성

장하였다. 

이처럼 50년대 초중반 대만에서는 수입대체 산

업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보호 및 육성 아래 일부 수업대체 

산업들이 성장한 것에 기인하였다. 육성 지원을 

받은 산업은 조세상 혜택 외에도 수많은 보호조치

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관세보호, 수입통제, 이

중환율1), 외화예산분배 및 공장설립제한 등이 있

었다. 그러나 수입대체 산업화를 위한 이러한 정

책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

다. 이는 시장 포화, 일자리 부족, 무역수지적자의 

확대 및 투자부족 등과 같이 국내 시장 위주의 경

제가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 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

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수

출지향 산업화로 정책적 방향 전환을 꾀하는 것이

었다. 이는 동아시아(대만과 한국 포함) 국가들에 

의해 전후에 채택되어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발전

을 이끌어냈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

지 방안은 제2차 수입대체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

는 공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 원료와 부품을 모두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브라질, 멕시코 등 포함)의 후발 산

업국들이 채택하여 성공한 정책이다(Gereffi, 1992 
상세 참조). 

대만에서 당시 가공수출정책으로 산업화의 기

조를 바꾼 것은 관료 사회 내부에서 극렬한 논쟁

을 야기했다. 논쟁의 초점은 이중환율 폐지 등 외

화무역개혁과 사기업의 발전과정을 지원하는 것

과 관련된 것 이었다(夏傳位, 2015; 郭岱君, 2015). 
1945년 이후 국민당 정권은 일본식민지 시기의 

주요 자산을 넘겨받아, 국영 및 공유(公有)기업형

식으로 경영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민당이 당

시 기업경영에 경험이 많은 인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당이 경제생산이라는 고지(高地)를 점령하여 

사회 및 정치를 전면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뚜

렷하게 나타낸 것 이었다(瞿宛文, 2003). 또한 식

민지 시기의 자산을 개인에게 불하하기 보다는 국

영기업이나 공유기업의 형식을 통해 국가의 통제 

하에 둔 것은 국민당이 삼민주의의 영향 하에 “개

인자본의 절제(節制)”라는 규범을 중시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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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도 관련이 된다. 그러나 이처럼 국영기업이 

주요 경제활동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미국경제고

문단은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원조를 압박 

카드로 대만정부에게 “공유기업을 매각함”으로써 

사기업을 배양하라고 요구하였다. 

환율 정책과 사기업 육성 관련 문제를 둘러싼 이

러한 일련의 논란들은 이 시기 대만의 발전 모델

을 둘러싼 대내외적 갈등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

는 것 이었다. 한 바탕의 격론을 거치면서 당시의 

대만의 정치 거물 장제스(蔣介石)와 천청(陳誠)은 

적당한 선에서 변화를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즉, 한편으로는 이중환율의 철폐를 지지하였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기업을 전면적으로 줄이

라는 요구는 거부하였다. 하지만, 공유기업의 규

모는 계속 유지하되 사기업 발전을 도모하여 수출 

산업의 선봉장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

였다.

해외무역에서 환율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1958
년 이후에 이르면 더 큰 문제가 등장하였는데, 이

는 어떻게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경제규모를 확

대시키는가를 둘러싼 고민이었다. 이는 미국원조

운용위원회(美援會)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1948
년 7월에 중화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난징(南

京)에서 《중미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고, 중화

민국 정부는 행정원(行政院) 미국원조운용위원

회(council for US aid; 이하 ‘미원회’)를 설립하였

다. 그런데,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

서야 미국은 대만의 국민당 정권을 적극적으로 원

조하였다. Jacoby(1967)와 文馨瑩(1990)의 연구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중화민국은 워싱

턴으로부터 매년 대략 1억 달러의 차관을 받았다. 

1957년 이전까지 미국의 대만 원조는 전액 증여적 

성격을 띠었지만, 1957년 부터는 증여와 차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원조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개발차관기금이 설립되었고, 그 이전

부터 대외원조 사항을 주관하던 국제합작본부와 

새로이 설립된 개발차관기금이 미국 원조와 관련

된 사무를 병행하여 처리하였다. 미국 원조 중 증

여적인 성격의 원조는 국제합작본부의 주관업무

가 되었고, 생산적인 경제개발계획 관련된 차관

은 개발차관기금의 업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국이 대만에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은 대만

에 군사와 경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조도 제공했

지만, 더욱 중요했던 것은 미국 원조의 선택적 성

격이었다. 무조건적인 원조가 아닌 선택적 원조를 

통해 대만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 보다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공기업 보다는 사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을 지향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틀 속에서 대만이 동아시아에

서 공산주의 확산을 봉쇄하는 자유경제의 주요 보

루가 되도록 유인하였다. KEPZ도 이러한 맥락 속

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는 KEPZ의 건설이 미

국원조운용위원회(이하 미원회)가 미국 원조의 지

지와 요구 하에 해외자본이 대만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가

능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대만정부는 재정경제개혁을 추진

하는데, 이는 대만이 가공수출을 위주로 하는 경

제발전의 모델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고, 

여러 논쟁과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서 미

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당시 미원회는 

대만 공업화의 중요한 지지자였으며, 당시 주임위

원이었던 인중롱(尹仲容)의2) 적극적인 추진에 기

대어 대만 경제가 “수입대체”에서 “수출주도”로 

대전환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미원회는 미

국 및 대만의 고문단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국제

적으로는 각종 경제개발 계획을 제출하여 미국과 

국제개발협회의 원조와 해외 투자자들의 개인투

자를 유치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여 수출형 공업을 건립하고 확장하

는데 노력하였다. 미원회는 그밖에도 “공업발전투

자연구그룹”을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투자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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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 해외자본이 대만에서 사무를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미국의 대만 원조 방식이 1956년 하반기부터 약

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50년부

터 6년 동안 이루어진 대만에 대한 매년 일 억 달

러의 지원을 통해 대만의 경제 및 정치가 안정적

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

으로 대만에 대한 원조 정책을 1957년부터는 ‘원

조’정책에서 ‘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다시 말

하면,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단순한 증여적 성격의 

금전적인 원조를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 원조를 

받는 대상국이 자신의 경제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

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러

한 전환의 주요 목적은 민간 기업의 성장을 장려

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미국 민간 기업이 투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원조 대상국의 경제가 

되도록 빨리 활성화되어 미국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립적 상황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Jacoby, 1967). 이와 더불어, 1957년 미국 국회가 

“공동안전법”에 《개발차관기금》을 더하여 원래 증

여적 성격을 띠던 차관을 점차 기업차관으로 바꾸

었으며, 대만에 경제적으로 원조하던 액수를 대폭 

축소하여 전문 안건 신청 심의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대만에 압력을 가하여 대만이 투자환경과 환

율정책을 개선하여 대만의 경제발전을 가속시키

는 동시에 미국의 사기업이 대만에 투자하는 것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를 희망하였다. 바꾸어 말하

면, 미국 원조는 수요기반(need-based)이 아닌 가

치기반(merit-based)으로 바뀌었고, 더불어 자유화

와 사유화와 같은 정책상의 개혁을 추진해야만 미

국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한 것 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원회는 미국 원조 신청 심의와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이 되었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의지해왔던 미국의 재정

경제 원조를 잃을 가능성에 직면하고 나서야 대

만 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피안화(彼岸花; 죽음, 

불길의 상징: 역자 주)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고

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만과 미국의 관리

들이 1959년 12월 17일에 미국 원조의 변화에 대

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이후 《중미경제회담》이라고 불렸다(康綠島, 

2001). 미국대표인 국제합작본부 주 대만 안전 부

문 책임자 Wesley Haraldson이 미국정부를 대표하

여 여덟 개의 재정경제개혁 건의를 제출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미국 원조를 계속 받는 것을 조건

으로 대만에게 국방예산 검토를 포함한 합리적인 

신용 대부 및 예산 정책, 조세개혁, 외화 개혁, 공

공시설비용 개혁, 증권시장 설립, 단일환율 및 국

영사업 매각을 진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것 이

었다. 즉, 대만 정부에게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

입을 감소시키고, 공업 및 상업 투자에 대한 양호

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康綠島, 2001; 郭岱

君,2015). 이는 대만 정부에 매우 커다란 압력이 

되었으며, 특히 이 중 국방예산 절감과 국영기업 

매각이라는 두 가지 항목은 당국의 동의를 얻기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미

국 원조의 유혹에 직면하여 대만 정부는 인중룽의 

지휘 하에 1960년 “19개 재정경제개혁조치”를 제

출하였으며, 이 중에 가공수출구의 설립도 포함되

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조치는 제출 과정에서 대만 

정부 내부의 여러 다른 파벌 및 서로 다른 부문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특히, 당시 행정원 부원장을 

포함한 여러 관료들이 이러한 개혁 조치가 국민당

이 고수하던 삼민주의, 특히 개인자본의 절제를 

강조하는 부분에 위배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조세 개혁이 정부의 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국방지출 감소가 국방력의 감소로 이어

질 가능성, 그리고 국영사업의 민영기업으로의 전

환이 정부의 산업 통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염려하였다. 그들이 더욱 우려하였던 것은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민간 경제부문이 성장하여 국민당 

정부가 이들의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

민당과 정부의 권위가 필연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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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었다(王作榮, 1999; 郭岱君, 2015; 夏
傳位, 2015).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반발과 비판에

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 하에 장제스 총통과 행

정원장 천청이 잇따라 개혁에 일정한 지지를 표시

함에 따라 개혁조치는 통과되고 집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미국 

대표 Haraldson이 미국유학 동창회 모임에서 “결

정적인 1960년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행한 연

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대만이 영원히 미

국 원조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미국 또한 분명 장

기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은 반

드시 경제발전을 가속시키고 생활수준을 높여서, 

자유로운 제도 하에서 얻은 경제적 성취가 전체주

의 제도 아래 얻은 성취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학고, 이를 통해 대만은 “자유사회의 좋

은 모범이 되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만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Haraldson는 미국 국제합작

본부 주 대만 대표처가 대만 정부와 밀접하게 협

력하여 “경제발전 가속 계획”을 완성하는데 도움

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陳式銳, 1960). 바꾸

어 말하면, 60년대 초 대만이 추구한 개혁의 핵심

적 내용은 환율 개혁 및 사기업 육성을 통하여 “자

유화” 및 가공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의 기초를 닦는 

것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대만의 이러한 시도는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 블록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 이었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지정-지경학적 틀을 대만에 

대한 원조정책에 굳건히 공고화할 수 있었던 것이

다.3)

미국의 원조를 둘러싼 미국과 대만 사이의 이러

한 협력적 관계는 미국 자본이 대만에 투자한 첫 

해외자본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특히, 미국과 대만 당국이 《중미투자보증협정》을 

체결하여 대만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비경제적 위험을 양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심지어 대만 화폐가 평가절하 되었을 때 미국기업

이 받는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증 조치는 1960년대 일부 

미국 기업이 국내 투자환경의 불길한 징조를 피해 

대만으로 이전하도록 하는데 촉매작용을 하였고, 

더 나아가 대만에 대한 투자에 주저하던 일본 기

업마저 대만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

였다(北村通子, 1992). 
한편, 이와 동시에 일본 경제는 1955년부터 고

속성장기에 진입하여 1960년 중반에 이르면 대량

의 대외무역 흑자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두 가

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국내 임금이 급속

하게 상승하여 생산원가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둘

째, 대미 상품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여 미국이 일

본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을 설

치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방직기업과 전

자기업은 대만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할 뿐 아니

라, 미국의 수업 쿼터제한을 돌파하기 위해 생산

과정 주 상당 부분을 대만으로 이전하였다. 대만

에 투자한 일본 기업들은 대만에서 가공 후 그 생

산품을 일본으로 다시 옮기거나, 반제품과 부품 

등을 대만으로 옮긴 후 조립하여 대만에서 제조하

였다는 표시를 붙여 미국으로 팔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가공수출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대만에 

가공 및 조립 기지를 건설하여 대만의 저렴한 노

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미국에 판

매하고 싶어하는 일본 기업들의 필요에 바로 부합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만은 시장의 측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생산의 측면에서는 일본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미-일-대만 삼개

국 간의 긴밀한 “삼자무역구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로 대만의 무역 수지에서 점차 대일 적자와 

대미 흑자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고(谷浦孝

雄, 1992), 가공수출구에도 화교 자본 이외에 미

국과 일본의 자본이 주요 자본 출처가 되었다(표 1 
참조).

이러한 개혁조치의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미원

회는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였다. 인중룽(尹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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容)의 지도 하에 개혁조치 내 투자 관련 부분을 모

두 모아 하나의 법안, 즉 “투자 장려 조례”에 넣었

으며, 이를 입법원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투자 

장려 조례”는 천청(陳誠)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

며, 재정부, 경제부와 미원회가 함께 노력하여 결

국 1960년 8월 31일에 입법원에서 세 번 만에 통

과하였고, 9월 10일에 공포 및 실시하였다. 이 조

례의 요지는 조세감면의 방식으로 저축, 투자와 

수출을 장려하고 경제발전을 가속시킨다는 것이 

었다.4)

그러나, 이처럼 투자를 장려하는 조례가 나온 

이후 수많은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

정단위는 수출장려와 조세감면에 강렬히 반대했

다. 당시 정부재정수지는 거액의 적자였는데, 만

약 다시 대량의 조세가 감면된다면 분명 세수에 

영향을 미쳐 적자를 훨씬 심각하게 만들 수 있었

다. 따라서 초안 단계에서 재정부 내부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거의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료 전체 중 오직 옌자간(嚴家淦)부장5)한 

명만이 찬성했다(葉萬安, 1983). 
미국의 원조 중단이 대만에 끼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투자자본의 부족이었다. 자코비(Jacoby, 
1967)의 보고서에 따르면, 1951-1963년 미국자본

의 원조는 평균적으로 대만 국내투자의 31.1%, 거

의 삼분의 일에 달했기 때문에, 미국이 원조를 중

단한다면 그 경제적 충격은 매우 클 것이었다. 따

라서, 1960년 8월에 통과한 “투자 장려 조례”는 이

러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었고, 특

히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자본과 화교자본(이는 당

연히 정치적인 의의를 갖는다)이 대만에 투자하면 

재정과 세무적 측면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화상(華商)투자자에게 면세의 특

혜조건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하

는 기업은 5년간 영업세를 면제받거나 가속상각

7 등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이윤을 증자

와 설비확충에 사용하는 기업은 4년간 영업세 면

제나 가속상각6) 등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화상

들이 대만의 가공수출 또는 수입대체 제조업에 투

자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대만의 경제를 확장하

고 수출을 촉진하여 외화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했

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감세와 특혜 조치는 국가

의 세수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대만 정부 내부의 재정 부문의 반발을 불러일으 

켰다. 

요약하면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원조를 제

공해주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리

고 1960년대 초기 미국원조가 중단되고 경제정책

이 외자유치와 수출주도 전략으로 전환되는 과정

에서, 국민당 내부에서 수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

었고, 이 와중에 심지어 몇몇 주요 인사에 대한 부

분 개각까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7) 결국 당시 정

치적 실력자인 장제스와 천청(陳誠)이 개입하고 

나서야 조례는 비로소 통과될 수 있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의 원인에는 재정적 고려에 의한 개혁

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중국대륙으로부터 물러

나서 대만에서의 군사정치가 다소 안정화하고 있

던 바로 그 시기에 왜 굳이 대외개방경제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당

시 재정부장인 쉬바이위안은 환율관리의 완화에 

대해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정부

가 고려할 사항이 정말 많았다. 왜냐하면 외환무

역이 자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

이지만, 첫째 대만 국제수지는 아직 균형을 이루

지 못했고, 둘째, 대만은 아직 중국과 전쟁 중이었

기 때문에 환투기와 자금도피를 막지 않을 수 없

었다”(專載, 1957). 비록 궁극적으로는 원조를 제

공하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과 규제완화를 지지하

는 경제관료(주로는 미원회 관료)들의 지지 하에 

관련된 장려조치들이 통과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상이한 지향과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 사이에 모

종의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공수출구의 건

설은 바로 이러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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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수출구를 둘러싼 논란

당시 미원회의 비서로서 KEPZ의 계획을 맡았

던 주요 관료인 리궈딩(李國鼎, 1999)에 따르면, 

1956년 가오슝항 입구의 바다를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들었을 당시, 대만 정부는 이 신생지를 가공수

출공장으로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

작하기는 했지만(葛震歐, 1983), 이 생각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1959년 미

원회에 공업발전투자소조가 만들어지고, 홍콩의 

공업발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홍콩의 자유항 성격

이 홍콩의 산업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게 되

면서, 대만의 한 구역을 자유무역구로 삼으려는 

생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논의

과정 중에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자유

항 또는 자유무역구가 반드시 물자, 화폐, 인원 출

입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조건을 갖춰야 하는 가

였다. 당시 대만은 전시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

에, 이러한 개방이 사회의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

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반드시 자유무역구가 

큰 배후지(腹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만은 섬에 불과하였기 때문

에 생산품을 소화하고 저장하는 배후지로서의 능

력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시상태

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자유무역구의 구역을 획정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자유화에 대한 두 가지 우려

와 대만이 무역 중개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결국 자유항 또

는 자유무역구의 논의는 포기되었다. 

자유무역구 구상이 당시 많은 지지를 얻기는 어

려웠지만, 가오슝항을 이용하여 대만의 무역경제

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1950년대 수입대체

정책을 통해 이룩한 공업화의 성과와 적절히 결합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입대체산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의 무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

시 미원회의 정책목표이기도 하였다. 거전어우(葛

震歐, 1983)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대만은 일

반공업구 설립을 계획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국내제조업체에게 제공되었고 외자를 유인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당시 공업구가 해외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

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는 동시에 자유무역구의 

이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기 시

작했다. 이러한 구상들이 당시 대만의 현실적 조

건과는 다소 맞지 않았지만, 미원회의 관심을 끌

기에는 충분했고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가공수출

구로 발전하는 초기 구상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

였다. 1963년 재정부는 투자 장려 조례를 수정할 

때, 가공수출구 설립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후 

미원회는 이러한 구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

하기 시작했고, 경제부와 재정부 등의 의견을 종

합하여 결국 1964년에 정식으로 행정원에서『가공

수출구 설치관리조례 초안』을 통과시키고 입법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당이 거대여당이었고 정치적 

실력자인 장제스와 천청이 이 조례안을 지지했음

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

았다. 이 조례안이 입법원 심의에 보내진 후 EPZ
의 설립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출구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와의 차별대

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수

출구 내 제조업체가 수입하여 자가 사용하는 기기

설비, 원료, 반제품은 모두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수출구 바깥의 제조업체가 수입한 기기설

비는 면세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분기별

로 납부할 수 있고, 원료와 반제품 또한 생산품 수

출 때만 세금 환급수속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차별은 입법위원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즉, “공장설립 위

치의 차이에 따라 면세 등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면, 특권, 차별대우로 오해받기 쉽고, 공평성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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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 명백하다”(葛震歐, 1983)는 것이었다. 동

시에, EPZ는 주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형태상 ‘조계’를 연상시켰고, 그

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바로 이러한 차별대우, 또는 ‘차별적 주권’

(graduated sovereignty) 덕분에 EPZ가 특구로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출구 내 수출산업과 현지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수출산업에 대한 특혜적 면세조치 때문에 EPZ를 

둘러싸고 제조업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

었다. 즉, 공장 설치 차별대우 때문에 불공정한 경

쟁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심지어 로컬 기업의 

수출 진흥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당시 대만성

(台灣省)의 의원들은 팀을 꾸려 1965년 8월 27일 

가공수출구 설치 브리핑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성의원 장푸(張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가오슝 가공수출구가 본국 영토 내에 설치

되어 하나의 특별지구로 획정되면, 수출구의 생

산사업이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수출구 밖의 국

내 기타 생산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출구 

내 사업은 외환통제 완화, 면세, 수속간소화 등

등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수출구 밖의 국내 제조

업체 보다 유리하다. 관리처는 상관 법령에 의거

하여 관리를 엄격히 해서 수출구 내 생산 활동이 

수출구 밖의 대외 수출공업을 타격하는 나쁜 결

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같은 자리에서 성의원 주완청(朱萬成)은 더욱 

직설적으로 “가공수출구 공업은 특권을 향유하며 

후한 조건에 있는데 어떻게 본성의 공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문제제기 하였다. 

그러나 EPZ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에게 조세와 

외환관리의 측면에서 특혜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도 존재

하였다. 예를 들어, 수출구 내 제조업체들의 생산

품은 해외 수출로만 판로가 제한되었고, 외환취득

률은 25%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토지는 판매할 

수 없었고, 공장 건물은 자유롭게 전매될 수 없었

으며, 국외로부터 수입된 잉여물은 국외로 운반되

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제가 존재하였다(葛

震歐, 1983). 바꾸어 말하면, EPZ의 특구에서 국

가의 규범(規範)은 여전히 매우 분명하였으며, 완

전한 특혜를 제공하지도, 통제가 결핍되어 있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밀수와 같이 국가의 영토적 경계

를 불법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에 대한 통제가 제

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EPZ는 면

세와 같은 특혜를 받는 동시에 도시와 인접해 있

다. 비록 거주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매일 수만 명

이 출입하기 때문에, “가공수출구 설치관리조례”

의 입법과정에서 밀수에 대한 우려가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EPZ는 항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

에 수사 및 체포의 업무가 매우 중요했다.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와 반제품에 대해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특구 주변에 높은 벽, 감시탑, 

수사·체포 군경(軍警) 단위를 설치했다(葛震歐, 

1983). 그러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각종의 제약들(예를 들어, 수출구 밖 제조업체의 

원료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수출구 밖에 위탁가공

하는 것 등에 대한 제약)은 수출구 내의 기업들과 

수출구 외부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

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였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도 EPZ가 국내 제조업체에 긍정

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EPZ는 “국경 안, 세관 밖”의 특성

을 갖는 동시에 영역적 연관성(territorial linkage)
을 갖기 때문에, 밀수와 같은 국내 시장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동시

에 EPZ내의 해외기업들이 그 바깥의 국내 제조

업체와 상하위의 공급사슬 관계를 제대로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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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가 EPZ 발전의 중요한 의제였다. 따라

서, 많은 경우에 국가가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하여 EPZ의 내부와 외부 활동들 사이에 

적절한 영역적 연관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EPZ에 입지한 기업들로 하여금 바깥

의 로컬 기업들과 합자하거나 협력하여 현지의 원

료와 부품을 구매하고, 위탁 주문생산 등을 하도

록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

만과 한국 정부는 성공적 사례로 인식된다(Amin-
rahmadi and Wu, 1995). 실제로 EPZ가 성공적으

로 작동함에 따라 EPZ에 입지한 기업들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구 내 기업들은 

수출구 밖에 로컬 기업들에 위탁가공을 하는 것이 

인사와 노동복지 측면에서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생산의 유연성도 증가시킬 수 있

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점차 대만정부에 수출구 

밖으로 위탁가공을 제한하던 것을 풀어주기를 요

구했고, 1974년부터 EPZ의 기업들은 상품제작과

정의 30% 한도 내에서 수출구 밖의 대만 제조업체

에게 가공생산을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

한 수출구 밖의 제조업체들이 위탁가공의 기회를 

이용하고 생산기술과 방법을 학습하여 품질을 향

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구 내외의 제조업체 사

이에 시너지를 촉진할 수 있게 하였다. 더 나아가, 

1979년 이후에는 EPZ 원료에 대한 현지 위탁가공

을 개방하였고, 1988년 이후에는 수출구 내외 가

공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李擇仁, 

2003). 
대만 KEPZ의 설립과정을 되돌아보면, EPZ는 

국민경제를 국경 밖의 경제적 네트워크와 연결

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정-지경학적 타협의 결

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대만은 이미 외

국 자본의 대만 내 공장설립에 대해 투자 장려 방

안을 내놓았었는데, 왜 다시 가공수출구를 이러

한 ‘특구’로 설립할 필요가 있었을까? 일반적으

로 외국 자본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비교했을 

때, EPZ는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었는

가? 실제로 투자를 장려하는 면세 규정 등을 보

면, EPZ 내 설립여부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혜

택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EPZ 내

에 입지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대만 내 내수판매

를 엄격히 금지 당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EPZ
는 어떠한 비교우위를 제공하여 외국 자본이 EPZ 

내에 공장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었을까? 사실 당

시 EPZ 내 설립여부와 상관없이 대만에서 외국 기

업의 공장 설치와 수출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

이 제공되었지만, 실제로 EPZ 내에 입지하지 않

을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 당시 외국 

자본이 대만에 공장을 설치하여 수출에 나설 경우 

비록 세금 환급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외국 기

업은 반드시 보증금을 내야했고 실제 수출이 이뤄

지고 나서야 비로소 세금 환급이 이뤄졌기 때문

에 외국 기업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였다. 또한, 관

련 행정법규가 매우 번거로워서 공장 설립 신청부

터 완성하여 운용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설치기간 

포함 1년 여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EPZ 외부 

지역에서 외국 자본이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대만의 국내 경

제를 빠르게 전지구적 분업체계에 연결하려던 시

도에 다양한 마찰이나 장애가 있었던 것이다. 특

히, 당시 대만정부가 미국 원조의 중단 위협에 직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시에 전시경제라는 상황 속에서 대만 

정부는 기존 제도적 시스템에 야기될 과도한 충격

을 최대한 피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 전문화

된 지구를 설립하여 바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비정상적인 행정과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경

제를 전지구적 분업의 체계에 연결시키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마찰과 장애를 피하는 매우 즉각적이

고 유효한 해결방법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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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타협으로서의 특구

1956년 구상을 시작하여 1966년 입법이 통과되

기까지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만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최초의 EPZ가 가오슝에 건

설되었다. 가오슝이 선택된 이유는 지형적으로 좋

은 항구에 인접해있어 대량의 화물 출입에 편리했

고, 항만의 기반시설이 훌륭하여 원양선박이 정박

하는데 적합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데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대만 정부는 수출구 내에 창고를 설

치하였고, 충분한 양의 물과 전기, 그리고 도로, 

철도, 항공운송 및 교통 등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

했다. 동시에 관리 측면에서 잇점도 있었는데, 하

나의 폐쇄적인 특구를 형성하여 물자와 사람의 이

동을 관리하기 편리했고, 수출구 내외에서 면세에 

관한 구역적 분리를 실시했다. 가공수출구의 또 

다른 특색은 기업활동과 수출입업무에 필요한 다

양한 행정기관들(예를 들면 우체국, 국세국(國稅

局), 은행, 세관 등)을 단지 내에 집중시켜, 기업들

의 행정수속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楊

伯耕, 2011). 
가오슝 EPZ의 설립은 대만이 1960년대 들어 

‘단순/간이가공수출(simple exportism)’ 단계에 진

입하였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가오슝 EPZ는 대만이 전후 신국제

분업의 형세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 공간의 일

부 구역을 선별적으로 재편하여 국가경제에 예

외적이면서도 비전면적인 자유화 조치를 실시하

려는 시도의 결과이기도 하였다(Jessop and Sum, 

2006). 이러한 예외주의적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경제적 자유화에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이는 이

러한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토 공간 전체에 

적용되는 기존의 보호주의적 제도를 철폐하지 않

고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국가는 특구

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외자를 유치하여 현지의 염

가노동력이 신국제분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특구의 실험을 통

해 국가경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국제화 과정

에 무작정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적 차원에서 EPZ 대다수는 항구지구에 입지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통치하에 놓여있는 육지와 

구별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래

에서는 경계, 영역, 스케일 등 사회-공간적 관계

의 상이한 차원에 따라 KEPZ의 작동이 어떻게 구

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EPZ의 공간적 경계에 대해 알아보자. 

KEPZ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 질문 중의 

하나는 화물 및 사람의 초경계적인 이동과 흐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외부에 

있는 적들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밀수를 

피하기 위한 고려 하에서, 국가는 경계의 내/외 관

계를 매우 신중히 확정하고 통제한다. EPZ는 내

부와 외부가 만나는 접점(interface)으로서, ‘경계

해제(de-bordering)’와 ‘경계재획정(re-bordering)’
의 공간적 실천과 깊이 관련된다. 대만과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는 EPZ에 대

해 매우 배타적인 경계정책을 펼쳤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만과 한국 정부가 EPZ 내부의 

보다 자유화된 환경과 그 보다 덜 자유화된 국내

경제를 둘로 엄밀히 구분하였지만, 이러한 구분

이 EPZ를 국민경제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

해서 라기 보다는, EPZ를 국가경제가 신국제분업

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교량으로 만들기 위

해서였다. 즉, 한편으로 특구형식을 빌어 EPZ를 

국내 경제와는 분리시켜야만 외자를 유치할 수 있

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EPZ는 자유화 정책을 진

행하는 실험과 학습의 교두보라였고 이런 점에서 

EPZ는 바로 국가의 경계해제(de-bordering) 전략

이었다. 그러나 EPZ를 수출자유화 플랫폼으로 만

들려는 시도는 국가안보에서의 불안정성을 높이

고 다른 나라의 조계와 같은 공간을 국토 공간 내

부에 형성하여 국가의 영토적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전후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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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만은 중국으로 부터의 전쟁침략 위협에 직면

해 있었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냉전의 지정학 속

에서 엄밀한 경계순찰과 검사를 통해 경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과 흐

름을 통제하려 했다. 이는 국가의 경계재획정(re-
bordering)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EPZ의 영역적 작동에 대해 알아보자. 

대만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EPZ는 국가의 주권행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강화하는데 늘 사용되었다. EPZ는 중앙집권

적이고 권위적인 국가가 영토와 국민의 일부에 대

한 자유화를 통해서 어떻게 국제자본유동과 맞물

리는지, 그리고 국가이익을 어떻게 강화하고 지

키는지 잘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영역적 함정

(territorial trap)’, 즉 국내/국외를 이분법적으로 구

분하는 것은 오히려 EPZ를 통해 더욱 공고화된다

(Agnew, 1994). 이는 EPZ가 국가가 국가주권 내

에서 국내경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EPZ가 일종

의 국가영역 밖의 공간,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공간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로 대만과 한국

의 경험에 입각해서 보면 EPZ는 국가가 국민경제

에 대해 수정·보완하는 축적전략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Aminrahmadi and Wu, 1995). EPZ
를 국민경제 발전과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국내의 

제조업을 육성하여 공업화를 진행해야 한다. 대만

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롄상(吳連賞, 1983)이 지적

했듯이, KEPZ는 가오슝 지역의 성장중심이 되었

고, 경제적으로 취업을 유발하고 위탁가공의 형식

을 통해 성장의 효과가 인근지역으로 확산(trickle 
down)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발생시

켰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효과는 결코 자동적으

로 발생될 수 없으며, EPZ를 이용하여 국내 경제

를 국제적인 공급사슬과 연결시키려는 국가의 전

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다음을 참고할 것, 

Aminrahmadi and Wu, 1995; Schrank, 2001). 
마지막으로, EPZ의 지리적 스케일에 대해 살

펴보자. EPZ의 작동은 서로 다른 지리적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국제적

인 자본유동과 로컬한 사회정치역량이 상호작용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상술(上述)한 바와 같

이, EPZ의 형성과 1960년대의 신국제분업 사이

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종종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이 있

는데, 이는 바로 전후 냉전의 지정-지경학적(geo-
political economic) 과정이다. 글래스만(Glass-
man, 2011)은 지정-지경학적 과정이 글로벌 상품

체인의 형성과 작동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였

는데,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지정-지경학적 

과정은 자유화와 EPZ 정책의 형성 과정에도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대만 미원회의 역할은 EPZ 정책의 형성에서 중

요한 영향을 주었다. 전후 대만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상당한 정도로 미국의 지정학적인 보

호와 지경학적 자본투자와 시장제공에 의존했고

(Glassman, 2011; Gray, 2011), 미국이 동아시아에

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자본주의의 보루

로서 활용되었다. 더구나,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

서 동아시아(특히 한국과 대만의 일부분) 국가들

의 미국냉전경제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다. 

대만의 경험을 통해서 미국원조기구가 현지 국

가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건의를 하고, 압력

을 행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항상 

위협(따르지 않으면 미국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또는 회유(요구에 순종하면 미국 원조를 늘리겠다

는)의 방식을 통해서 대만 당국(적어도 표면적으

로)이 자유화와 사기업 육성의 정책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Jacoby, 1966). 그러나 대만 정부가 미국

원조기구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실제로 대만정부는 일련의 프로젝트들은 수용했

지만, 국영기업 철폐 및 외자 완전개방과 관련된 

정책은 수용을 거부했다. 대만 당국은 이런 정책

들까지 들어주면 경제정책이라는 고지(高地)에 대

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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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용한 통제의 도구를 잃어버

리지 않을까 우려하였다(李國鼎, 1999). 이러한 

측면에서 EPZ의 설립은 대만이 미국의 냉전 경제 

하에서 지경학적 의존과 지정학적 정치안보를 모

색하려는 타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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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당시에는 수입을 “허가수입”「准許進口」과 “통제수입”「管制

進口」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

는데, 이는 외화를 절감하는 것과 동시에 대만 자국 생산

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수입물자에 서로 

다른 환율이 적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주요경제건설물자 

등 생활필수품은 일반 환율(비교적 낮은 환율)을 적용하였

으며, 비필수품 등 사치품에는 비교적 높은 환율을 적용하

였다. 그밖에도 공영사업과 민영사업은 다른 환율이 적용

되었으며, 군에도 환율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규정은 갈

수록 많아졌고 자세해졌으며, 몇 년 후 “이중환율”의 괴현

상을 만들어냈다. 1957년에 이르러서는 총 아홉 개의 서로 

다른 환율이 존재하였다(郭岱君, 2015). 

2) 대만 공업화의 일등 항해사로 인식되며, “경제차르(Czar; 

제정러시아의 황제: 역자 주)”로 불리기도 하였다. 

3) 사실 나중에 집행된 재정경제개혁 방안과 미국이 처음에 

제시한 여덟 개의 의견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

방예산 삭감과 국영기업 철폐 등 국민당의 대만 통치와 국

공 투쟁에 관련된 기본 정책을 포함하였지만 이들 정책들

의 실제 실현 가능성은 없었고 표면적인 겉치장에 그쳤다

(康綠島, 2001). 

4) 조례 제5조에서는 기업의 활동이 표준적인 생산사업의 장

려에 기여한다면 영업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영리사업소

득세를 면세해주며, 설비를 증설할 때 생산능력이 증설 전

보다 30%이상 증가하는 사업자에게 사업 총 소득을 계산

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년 동안 

면세를 해주는 등의 혜택을 규정하였다.

5) 옌 부장은 후에 장제스(蔣介石) 밑에서 부총통을 맡았으

며, 장제스 사후 총통대리를 3년간 맡았다. 

6) [역자주] 초기에 더 크게 공제하는 상각방법으로, 정부의 

초기 세수는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7) 1958년 환율개혁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마지막까지 개혁

을 반대한 재정부장 쉬바이위안(徐柏園), 경제부장 창장뱌

표 1. 화교, 외국인투자의 국가별, 시기별 구분(건수)
(단위: 건, 괄호 안은 백분율(%))

투자국

연대
화교

외국인투자
합계

일본 미국 유럽 기타

1952 - 59 

1960 - 64 

1965 - 69 

1970 - 74 

1975 - 79 

1980 - 86 

합계

 52(2.8)

90(4.9)

479(26.2)

566(31.0)

249(13.6)

391(21.4)

1,827(100.0)

 9(0.9)

30(3.0)

296(30.0)

236(23.9)

150(15.2)

267(27.0)

988(100.0)

 10(1.8)

30(5.3)

100(17.8)

100(17.8)

74(13.2)

247(44.0)

561(100.0)

 0(0.0)

1(0.7)

12(8.6)

28(20.1)

10(7.2)

88(63.3)

139(100.0)

 1(0.4)

7(2.9)

20(8.3)

36(14.9)

41(16.9)

137(56.6)

242(100.0)

 72(1.9)

158(4.2)

907(24.1)

966(25.7)

524(13.9)

1,130(30.1)

3,757(100.0)

출처: 谷蒲孝雄(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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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개혁을 지지하는 옌자간과 인종롱(尹仲榮)로 교체되

었다. 

8) 당연히 이러한 타협의 최종적 목표는 국토 공간 전체에 대

한 전면적인 자유화로 나아가는 것으로, 리궈딩(李國鼎)의 

말을 빌리자면 “대만 전체를 하나의 가공수출구로 변화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李國鼎 1999). 즉, EPZ가 하나의 예

외적인 실험이지만, 최후의 목적은 그것의 보편화에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 목표와 달리 전면적 자

유화는 금방 빠르게 일반화될 수는 없기에, 현실에서 EPZ

는 국가가 전면적인 자유화를 거절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

이자 수단이 되기도 한다(Schran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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