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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전통적 발전연구는 경제구조변환을 강조하면서 농업부문의 축소를
처방해왔다. 그러나 경제성과에 대한 기여에 있어 농업이 제조업에 비해 항
상 열등한 것은 아니다. 글로벌상품사슬론/가치사슬론에 따르면, 기존에 사
양산업으로 간주되었던 열대농업조차도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전유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농업고
도화가 가능한가? 본 논문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농업고도화의 성공과 실패
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팜유산업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상
이한 고도화 경험을 상품사슬론의 시각에서 비교분석한다.
1930년대 두 국가는 팜 원유를 원자재의 형태로 선진국 가공 · 제조
업자에게 수출하는 ‘수동적 재배자’로서 팜유사슬에 편입되었다. 두 국가가
분기하는 것은 1950년대 이후이다. 말레이시아의 팜유산업은 전방통합을 통
해 최종소비재 및 산업중간재를 생산하는 고부가가치가 단계까지 진출함으
로써 기능적 고도화를 달성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비가공 팜 원유의 수출확대에 긴박되어 있다. 동일한 사슬 내에서 상이
하게 나타난 두 국가의 고도화 경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글로벌상품사슬론/가치사슬론에 따르면, 고도화 기회는 일차적으로
상품사슬의 형태와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농업고도화에 대
한 설명은 해당 농업 상품사슬의 형태와 거버넌스 구조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관련하여, 농업사슬에 관한 논쟁은 단일사슬론과 구획된 사슬론
간의 논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농업사슬을 국제중개업자에 의해 주
도되는 단일 사슬로 개념화하고, 중개업자의 요구에 조응하는 생산국의 역량
차이에 따라 상이한 고도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는 농업사슬을
생산, 교역, 가공 및 제조 단계별로 서로 다른 행위자에 의해 주도되는 분절
된 사슬로 개념화하고, 부가가치가 더 높은 기능을 전유하는 전방통합의 성
패에 따라 생산국의 고도화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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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슬론의 설명은 이론적 가정의 상충 때문에 설명력이 제한적
일 뿐만 아니라, 도시편향적 정치연합이 붕괴한 이후의 아프리카 국가를 암
묵적 모델로 삼고 있어 일반화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다. 반면 구획된 사슬론
의 경우, 행위자간 역관계라는 분석틀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생산단계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인정하며, 기능적 고도화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는 점에서 더 큰 설명력과 일반화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만을
주요 변수로 삼으면서도 정책의 형성을 간과하는 바, 농업고도화의 궁극적
동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획된 사슬론의 설명을 정치연합적 접근으로 보완함
으로서 농업고도화에 대한 대안적 분석틀을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정치연합의 구성에 따라 도농편향, 국가-자본 연계가 달라진다. 둘째, 도농
편향의 차이에 따라 농업정책이 달라진다. 셋째, 농업정책의 상이성과 국가자본연계의 상이성에 따라 기능적 고도화 달성여부가 달라진다.
이 분석틀에 따르면, 정치연합이 농촌편향적 성격을 띠고 국가-자본
이 비인격적 · 보편적으로 연계된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가 농업부문 소득
증가를 위한 기능적 고도화의 선호를 가지게 되어 현지자본에 정책적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반응한 현지자본과 국영부문이 농업 전방산업을 순차
적으로 현지화하면서 기능적 고도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반면 정치연합이 도
시편향적 성격을 띠고 국가-자본이 개별적인 후원-수혜관계로 연계된 인도
네시아의 경우, 국가는 필수식품을 도시부문에 저가로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수출억제선호, 도시부문으로의 소득이전을 위한 환금작물 수출촉진선호, 유
력인사와 유착된 기업으로의 지대배분의 선호 등 정치연합 내 상호 배치되
는 선호를 조정하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어 기능적 고도화가 아닌 산출량 증
가에만 긴박되게 된다. 결국 정치연합의 도농편향은 농업고도화의 성패를 가
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동시에 가장 선행하는 변수이다.
본 논문의 이론적 함의는 기존 논의의 결점을 정치연합적 접근으로
보완해 농업고도화의 동학에 대한 설명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경험적 함의
는 생태적 조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거대한 열대농업부문을 가질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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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른바 ‘제 3세계’ 국가의 대안적 발전전략을 구체화 했다는 것이다. 특
히 후자와 관련해 본 논문은, 농업부문을 짜내어 산업화에 매진할 것을 제언
하는 전통적 발전연구와도, 산업구조의 인위적 변환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적 발전연구와도 구별되는 입장을 갖는다. 상품사슬론이 함의한 바, 국가행
동에 기반을 둔 농업고도화는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
는 농업사슬 말단의 소농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배분하는 정치
연합이 필요할 뿐이다.

주요어: 상품사슬론, 열대농업, 농업고도화, 정치연합, 도농편향,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팜유산업

학번: 2008-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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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제기

농업비중의 축소가 경제발전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시피, 전통적 발전연구는 경제구조변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을 강조
해왔다1). 다만 농업은 주곡(food crop)을 공급하는 유일한 부문이기 때문
에, 어느 정도의 제한적 발달은 용인된다. 이 때 ‘어느 정도의 제한적 발달’
이란, 농업 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제조업 부문에 비해 축소되는 한도 내에서
의 발달을 말한다. 이를 넘어서는 농업 부문의 확장은 제조업 발달을 억제해
경제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농업부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쇠퇴하기

위해

발달하는(…develops

sectorally

only

to

decline

inter-sectorally)2)” 셈이다. 발전연구에서 농업을 둘러싼 이견은 농업축소
를 실현할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것일 뿐, 농업축소라는 목표 그 자체는 당
연시된다3).
이른바 ‘상품문제(commodity problem)4)’에서 알 수 있듯이, 환금
작물(cash crop)을 재배하는 열대농업(tropical agriculture)이라고 해서 발
전연구의 제조업 편향이 비껴가지는 않는다. 상품문제에 따르면 열대농업은

1)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 리뷰로는 D. Gale Johnson, 1993,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Revisited," Agricultural Economics 8, pp.421-434; Charles P.
Timmer, 1992, "Agri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Revisited," Agricultural Systems
40(1-3), pp.21-58
2) Ashutosh Varshney(ed), 1993, Beyond Urban Bias, Routledge.,p.6
3) 산업화 과정 또는 발전도상에서의 농업부문 자원추출을 둘러싼 논쟁들을 정리한 글로 Ashutosh
Varshney(ed), 1993, ibid, ,pp.1-22.
4) 1차 상품(primary commodities)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급진적 수단을 동원한 산업화를 통해 상품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일컫는다. 전후부터 지금까지 변화해온 상품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법,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한 문
헌으로 Benoit Daviron and Stéfano Ponte, 2006, The Coffee Paradox: Global Markets,
Commodity Trade and the Elusive Promise of Development, London: Zed Books,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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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산업(declining industry)이다. 열대농업상품 수요탄력성의 특성, 선진국
에서 정부보조를 받아 생산되는 농업 · 공업 대체물들, 소수의 과점적 무역
회사에 의한 불공정무역(unfair trade) 등의 원인으로 인해 열대농산품의 교
역조건(terms of trade)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상품가격의
장기적 하락세(secular decline of commodity price)로 정식화한 프레비시
-싱어

가설(Prebisch-Singer

hypothesis)5)과,

채취경제(extractive

economy)의 반영속적인 저발전을 설명한 자원의 저주 문헌(resource
curse literature)6) 등은 열대농업에서 추출한 자원으로 제조업을 발달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러나 경제성과에 대한 제조업과 농업의 차별적 기여는 기존의 가
정만큼 일률적이지는 않다. 외향적 수출지향제조업 기반의 발전전략에도

구

조적 취약성이 내재한다. 동아시아 수출국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s
productivity) 지체7), 동남아시아 2세대 발전국가 가공무역의 자본재 · 중간
재 수입유발구조8), 자유무역지대 중심으로 수출제조업을 육성했던 남미 국
가의 ‘제조업 상품화(commoditization of the manufactured)’ 경향9) 등이
5) 프레비시-싱어 가설의 요약과 집적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적 검증으로는 David I. Harvey,
Neil M. Kellard, Jakob B. Madsen, and Mark E. Wohar, 2010, "The Prebisch-Singer
Hypothesis: Four Centuries of Evidenc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2),
pp.367-377. 가 있다.
6) 자원의 저주 문헌 중 집적수준 데이터의 통계적 검증으로는 Jeffrey D. Sachs and Andrew M.
Warner, 2001,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European Economic Review 45(4-6),
pp.827-838;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경제구조변환을 다루는 표준모형인 ‘두 부문 모델(two
sectors model)’을 농업-제조업에 원용하여 일종의 ‘농업의 저주’를 설명하는 문헌으로 Kiminori
Matsuyama, 1992, "Agricultural Productivity, Comparative Advantag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Theory 58(2), pp.317-334;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의 포괄적
리뷰로는 Michael L. Ross, 1999, "Review: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source Curse,"
World Politics 51(2), pp. 297-322 가 있다.
7)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수출산업이 요소축적(factor accumulation)에 기인할 뿐 생산성 향상에는 미
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Paul Krugman, 1994, "The Myth of the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6), pp.62-78
8) Rajah Rasiah and Johannes Dragsbaek Schmidt(eds.), 2010,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 Cheltenham: Edward Elgar, p.48
9) ‘제조업 상품화’ 경향은 도미니카 공화국(the Dominican Republic)에서 자유무역지대(Export
Processing Zone)의 경제발전에 대한 함의를 토의하는 케플린스키(Raphael Kaplinsky)의 글에서
최초로 개념화된 뒤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Raphael Kaplinsky, 1993, "Export Processing
Zones in the Dominican Republic: Transforming Manufacturing into Commodities," World
Development 21(11), pp. 1851-1865; Larry Willmore, 1995, "Export Processing Zon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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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증한다. 반면 자연적 이점(natural advantage)에 기반을 둔 개방경
제의 수출농업은 기존의 가정과는 달리 지속적인 고용과 성장을 창출할 수
도 있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발전되어 농업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경제발전경
로를 설명하는 주요상품이론(staples theory)10), 동남아시아 사례에서 발전
되어

농업의존적

저개발국가의

초기발전경로를

설명하는

잉여방출이론

(vent-for-surplus theory)11), 몇몇 국가가 농업을 바탕으로 가공업 및 선
진국 시장 소매업으로 진출한 사례를 설명하는 상품사슬론이 이를 방증한
다12). 나아가 2000년대의 “가장 긴 상품시장 활황”에서 드러나듯이, 프레비
시-싱어 가설의 명제,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1차 상품 가격하락’이 항
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결국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변환
그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개별 부문들의 고도화(upgrading)가 더 중요하다.
제레피(Gary Gereffi)에 따르면, 고도화란 “기업이나 경제가 이윤이 높거나
고도화된 기술을 요하는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경제적 틈새(economic
niches)로 옮겨가는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13)을 의미한다. 제조업이라 하더
라도 단순조립 등 저부가가치 영역에만 긴박되어 있다면 그 성과는 제한적
the Dominican Republic: A Comment on Kaplinsky," World Development 23(3),
pp.529-535; Raphael Kaplinsky, 1995, "A Reply to Willmore," World Development 23(3),
pp.537-540; 최근에는 ‘제조업 상품화’의 정도가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지역별 자본계급의 성격 차로 설명하는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케플린스키는
상품사슬론 연구로 돌아섰다. Andrew Schrank, 2008, "Export Processing Zones in the
Dominican Republic: Schools or Stopgap?," World Development 36(8), pp.1381-1397
10) 주요상품이론을 최초로 정식화 한 문헌으로 Gordon W. Bertram, 1963, "Economic Growth in
Canadian Industry 1870-1915: The Staple Model and Take-Off Hypothesis,"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Revue canadienne d'Economique et de Science
politique 29(2), pp.159-184
11) 잉여방출이론을 최초로 정식화한 문헌으로 Hla Myint, 1958, "The "Classic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68(270),
pp.317-337; 잉여방출이론을 적용해 동남아시아 초기발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Peter Joseph Drake, 2004, Currency, Credit and Commerce: Early Growth in Southeast
Asia, London: Ashgate Publishing
12) John M. Talbot, 2002, "Tropical Commodity Chains, Forward Integration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Inequality: Coffee, Cocoa and Te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4)
13) Gary Gereffi, 1999,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Upgrading in the Apparel
Commodity Chai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8,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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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밖에 없다. 반면 농업이라 하더라도 최종소비재 또는 특화된 산업중간
재 생산, 소매유통 등 고부가가치 기능까지 고도화 된다면 경제성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경제구조변환보다 부문별 고도화가 더 중요하다면, 저발전국가의 발
전도상에서 농업과 제조업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해진다. 통상 저발전
국가(least developed countries)의 농업비중은 35 ~ 50%에 달한다14). 이
상태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제조업은 1차 산업 부문에서 추출한 자원을 바
탕으로 한 폐쇄경제 하 수입대체산업이거나, 또는 개방경제 하 해외에서 외
주된 저부가가치 산업뿐이다. 전자는 지난 60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사가 증명
하듯 주기적인 외채외기로 경제를 마비시킨다. 후자의 경우 노동요소 가격상
승 억제, 공급자로서의 역량 축적 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임시화하는 생산
네트워크(casualizing production network)에서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
다15). 반면 농업은, 특히 열대농업은 탈벗(John M. Talbot)이 지적한 바, 개
별 농산물별로 독특한 생태적 조건에 깊이 침윤(deeply rooted)되어 있어
쉽사리 이전되거나 제거될 수 없다16). 뿐만 아니라 농업고도화는 전통적 제
조업에서의 고도화보다 기술 · 자본 집약도가 낮아 위험이 적다. 요컨대, 저
발전국가 입장에서 농업고도화는 제조업 고도화보다 기대이익이 더 높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농업 기반의 경제발전이 나타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저개발국가의 농업고도화가 성공할 수 있는
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 질문에 집약되어 있다.

제 2절 연구대상
앞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열대농업의 일종인 팜유산업
14) Ashutosh Varshney(ed), 1993, Beyond Urban Bias, Routledge, p.6
15) Rajah Rasiah and Johannes Dragsbaek Schmidt(eds.), 2010, op.cit., p.5
16) John M. Talbot, 2009,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Tropical Commodity Chain
Analysis," in Jennifer Bair(ed.), Frontiers of Commodity Chain Researc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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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단히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저개발국가에 의해 생산 확대가 선도되
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고도화를 달성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모두 포
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농업고도화의 성패요인
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팜유는 오일 팜 열매에서 짜내는 유지(oil and fat)이다. 전 세계에
서 쓰이는 유지 중 33.6%가 팜유로17), 동물성 유지와 식물성 유지를 통틀어
가장 널리 쓰인다. 그런데 세계시장에서 소비되는 팜유 중 약 86%는 말레이
시아와 인도네시아 두 국가에 의해 생산된다. 1950년대 세계 팜유 시장의
8%, 18% 만을 각각 점유18)했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2005년에는 각
각 44%, 42%를 점유하고 있다19). 식민본국 초국적 플랜테이션 자본에 의해
식재농업(plantation)과 벌크무역(bulk trade)으로 시작한 말레이시아와 인
도네시아의 팜유산업은 견실한 성장 끝에 각각 최대 가공팜유(processed
palm oil) 수출국, 최대 팜원유(crude palm oil) 수출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농업고도화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가공된 고부
가가치

가공팜유를 수출하고

(industrial

intermediates),

있으며, 농업투입물부터
식용

또는

비식용

각종 산업중간재

최종소비재(consumer

goods) 생산까지 팜유 사슬의 제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수직적 구조를 가지
고 있다20). 그 결과 경제성과에 대한 기여에 있어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은
59만 명의 직접고용과 140만명의 간접고용, 명목국내총생산(nominal GDP)
17) MPOB and MPOC, 2010, Palm Oil Development and Performance in Malaysia,
Presentation to U.S.I.T.C. 2010 Feb 03 p.4
18) Susan Martin, 2006, "an Edible Oil for the World," in A. J. H. Latham and Heita
Kawakatsu(eds.), 2006, Intra-Asian Trade and the World Market, Routledge, p.210
19) Yusof Basiron, 2007, “Palm Oil Production through Sustainable Plantations," European
Journal of Lipid Science and Technology 109(4), p.292
20)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의 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하여 Vandana Chandra and Shashi Kolavalli,
2006, "Techology, Adaptation, and Export: How Some Developing Countries Got It Right,"
in World Bank(ed.), Techology, Adaptation, and Export: How Some Developing Countries
Got It Right, New York: World Bank Publications, pp.30-32; K. S. Jomo, (ed), 2003,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 Asia: How Internationally Competitive National Firms
and Industries Developed in East Asia, London: Routledge Curzon; 말레이시아 팜유산업을
총괄적으로 소개한 산업문헌(industrial literature)로는 Cheng Hai Teoh, 2002, The Palm Oil
Industry in Malaysia: from Seed to Frying Pan, paper prepared for WWF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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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3% 등 주요 제조업 부문인 전기전자산업을 추월하고 있다21). 인도네시
아의 경우 1980년대부터 증산을 시작해 2004년에는 세계최대 팜유 수출국
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팜 오일 산업은 낮은 단위생산비용의 이점을 이용
해 양적팽창을 달성함으로서 당장의 외환획득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가
공 팜 원유 또는 낮은 수준으로 가공된 저부가가치 가공팜유의 수출에만 치
중한다는 한계가 있다.
팜유산업에서 두 국가의 상이한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 전 세계 팜유생산량 추이]
출처: Douglas Sheil, Anne Casson, Erik Meijaard, Meine van Noordwijk,
Joanee Gaskell, Jacqui Sunderland-Groves, Karah Wertz, and Markku
Kanninen, 2009, The Impacts and Opportunities of Oil Palm in Southeast
Asia, CIFOR Occasional Paper Series No.51, CIFOR, p.2

21) 박번순, 2011년, “말레이시아 경제의 진화와 사임다비(Sime Darby)의 역할”, 미간행논문, p.23;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이 제조업 기반이라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농업의 역할이 지대했
음을 주장하는 글로 Nola Reinhardt, 2000, "Back to Basics in Malaysia and Thailand: the
Role of Resource-Based Exports in Their Export-Led Growth," World Development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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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수준의 데이터로는 말레이시아가 팜유수출확대를 선도하는 가
운데 인도네시아가 유사한 경로로 뒤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
부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중대한 차이점들이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두 국가가 본격적인 증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
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독립 직후부터 유휴경작지가 한계에 달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오일 팜 식재면적을 공격적으로 확대했고, 이는 곧바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969

273.8

119

1975

641.8

190.1

1979

938.9

260.9

1980

1023.2

294.5

1991

2094

1276.2

1994

2411.9

1792.5

1996

2692

2226.8

[표1

오일 팜 식재면적 (1,000ha)]

출처: 1. 말레이시아 1969 ~ 1980: James Pletcher, 1991, “Regulation
with Growth: The Political Economy of Palm Oil in Malaysia," World
Development 19(6)p.625; 2. 말레이시아 1991 ~ 1996: Tengku Mohd
Ariff Tengku Ahmand and Ariffin Tawang, 1999,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Agriculture in Malaysia: Commodity Aspects, The
CGPRT Centre Working Paper Series No. 46, p.14; 3. 인도네시아
1969 ~ 1996: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The Oil Palm (4th ed.), Hoboken, N.J.: Wiley p.15

로 팜유 증산으로 이어졌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경작지에 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까지 식재면적 확대가 더뎠다. 말레이시아와 유사한
수준의 팜유증산은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개시될 수 있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말레이시아와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증산이 곧
수출량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팜유수출은 증산량
과 괴리된 채 증가와 정체를 오가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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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975

1136.8

397.2

1977

1483.6

457.6

1979

2032

641.2

1981

2645.2

800

1983

2782.9

983.6

1985

4135

1243.4

1987

4532

1506.6

1989

6056.5

1965

1991

6141.3

2657.6

[표2 팜유 생산량 (1,000ton)]
출처: 1. 말레이시아 1975 ~ 1983: James Pletcher, 1991, op.cit.,
p.625; 2. 말레이시아 1985 ~ 1991 Jaya Gopal, 2001, The

Development of Malaysia’s Palm Oil Refining Industry: Obstacles,
Policy and Performance,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Imperial
College, London, p.164; 3. 인도네시아 1975 ~ 1991 Donald Larson,
1996, Indonesia's Palm Oil Subsecto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654, p.32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965-1969*

220

153

1970-1974*

614

234

1975-1979*

1332

393

1980-1984*

2700

335

1982-1985*

2996

376

1987

4261

734

1989

5213

991

1991

5769

1628

1993

6265

1719

8

1995

6643

1856

1997

7747

2982

1999

9235

3319

[표3

팜유 수출량 (1,000ton)]
출처: 1. 1965-1984: Susan Martin, 2006, op.cit., p.210; 2. 1982
-2001: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
pp8-9

*: 기간 중 연평균 값

세 번째 차이점은 생산성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일
팜의 생산성은 1헥타르 당 팜 원유의 산출량으로 측정한다. 말레이시아는 전
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생산
성은 1981년에 들어서야 말레이시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었
다22).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 까지는 세계평균을 상회하되 말레이시아보
다는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기록했다. 1998년 이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
로 세계평균보다 뒤떨어지는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외

세계 평균

1990

3.67

3.09

1.67

2.87

1995

3.46

3.43

2.05

3.05

2000

3.57

2.86

2.64

3.11

2002

3.72

2.78

2.57

3.10

2004

3.89

3.08

2.58

3.29

2006

4.05

3.49

2.50

3.50

2007

4.12

3.37

2.42

3.44

[표4

헥타르당 팜 원유 산출량 (ton/ha)]

출처: Claire Carter, Willa Finley, Jaems Fry, David Jackson, and
Lynn Willis, 2007, "Palm Oil Markets and Future Supply," European
Journal of Liquid Science Technology 109, p.309

22)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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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차이점은 팜유 수출에 있어 팜 원유와 비가공 팜유의 구성
비가 다르다는 것이다. 1968년부터 정제설비를 설치한 말레이시아는 1974년
부터 가공팜유 수출을 시작해 1980년부터 1998년의 까지 18년간은 가공팜
유만을 수출했다23). 반면 인도네시아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가공팜유 수출을
시작했으나 그 비율은 최대 65%에 그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CPO

PPO

CPO

PPO

1982-1986*

98

3210

n/r

n/r

1987-1991*

78

5030

860

210

1992-1996*

47

6520

1220

560

1997-2001*

n/r

8950

1355

2120

2000

398.4

8682.7

1817.7

2321.9

2001

1275.7

9349.1

2047

3161

[표5

팜 원유, 가공팜유 수출량 (1,000ton)]

출처: 1. 말레이시아 PPO, 인도네시아 CPO, PPO: Martin 2006, op.cit.,
p.221 2. 말레이시아 CPO: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pp8-9 , 계산 3. 2001, 2002: Mohd Nasir
Amiruddin, 2003, "Palm Oil Products Exports, Prices and Export
Duties: Malaysia and Indonesia Compared," Oil Palm Industry
Economic Journal 3(2), p. 23
*: 기간 중 연평균 값

다섯 번째 차이점은 두 국가의 주요 수출시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에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개시한 뒤 아시아 시장
의 비율을 급격히 확대했다.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의 가공팜유의 주요 수입
국들은 1990년대 이전에 제대로 된 유지정제설비를 갖추지 못했던 중동아시
아, 남아시아 국가들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의 비율이 큰 편이다. 유럽은 말레이시아가 가공팜유 수출로 완전
23) Susan Martin, 2006, op.cit., p.218; 1999년부터 재개된 팜 원유 수출은 말레이시아와 수입국
가간 무역협정에 따른 현물거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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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전환한 1980년대 이후 가공플랜트의 투입물로 인도네시아의 가공팜유를
주로 구입해왔다.
1982-1987

1987-1991

1991-1996

1997-2001

유럽

340

435

530

1040

소련, 동유럽

260

220

20

90

북미

220

195

185

205

중동

365

775

955

1055

아프리카

115

80

215

290

오스트레일리아

50

70

95

100

아시아

1395

2360

3255

4875

일본

210

290

360

410

기타

305

695

1000

985

세계시장

3210

5030

6520

8950

[표6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가공팜유(PPO) 수출량(연평균 ton/ha)]
출처: Susan Martin, 2006, op.cit., p.221
유럽: 영국, 독일(서독), 네덜란드, 이탈리아 / 북미: 미국, 캐나다 / 중동: 이집트, 이라크, 요
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연합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버마, 베트남, 대한민국, 중국, 홍콩

1987-1991

1991-1996

1997-2001

유럽

550

725

655

소련, 동유럽

15

15

5

북미

10

15

15

중동

10

45

5

케냐

75

80

50

오스트레일리아

10

5

0

아시아

140

245

560

11

일본

10

10

0

기타

50

60

65

세계시장

860

1220

1355

[표7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팜 원유(CPO) 수출량(연평균 ton/ha)]
출처: Susan Martin, 2006, op.cit., p.221
유럽: 영국, 독일(서독),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중동: 이
집트, 요르단, 터키 /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1987-1991

1991-1996

1997-2001

유럽

50

125

345

소련, 동유럽

30

20

30

미국

15

30

10

중동

0

30

140

아프리카

10

30

170

아시아

65

240

1270

일본

0

5

5

기타

40

80

150

세계시장

210

560

2120

[표8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가공 팜유(PPO) 수출량(연평균 ton/ha)]
출처: Susan Martin, 2006, op.cit., p.221
유럽: 영국, 독일(서독),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 중동: 이집트, 예멘, 터키 / 아프리카:
수단,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버마,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정리하면, 말레이시아의 팜유산업은 첫째, 1960년대부터 안정적으로
증산과 수출을 확대했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하류부문의 2차 가공업으로 성
공적인 전방통합을 달성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팜유산업은 첫째, 상류부문
에서 말레이시아를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재배부문의 생산
성이 크게 변동하고 증산이 곧 수출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등 그 성장세는
불안정하며, 둘째, 하류부문인 2차 가공 산업에 뒤늦게 진출했으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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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가공업자에게 저부가가치 비가공 팜 원유를 판매하는 기존의 무역패
턴을 답습하고 있다. 요컨대 말레이시아는 재배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
으로 전방통합을 통해 부가가치 사다리를 거슬러 오르고 있다. 반면 인도네
시아는 초국적 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재배자’의 역할에 긴박된 채 폭
발적이지만 불안정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증산

1960년대 시작
1970년대 가속
2000년대 감속

1980년대 시작
1990년대 가속

수출

증산이 곧 수출확대로 직결
수출은 선형적으로 확대됨

증산과 수출간 연관성 약함
수출은 불규칙적 ․
단속적으로 확대됨

생산성

높은 수준, 지속 개선

중간 수준, 높은 변동성

가공팜유
수출 비중

1980년대 초반 이후
전량 가공팜유 수출

1980년대 중반 이후
최대 65% (2001년)

주요시장

유럽 비중 감소
아시아 비중 증가

유럽 비중 높음
아시아 비중 증가

기능적
고도화

○

×

[표9 전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팜유산업 비교]

본 논문에서는 농업고도화의 성패요인을 살피기 위해 팜유산업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상이한 경험, 특히 상이한 고도화 경험을 비교분
석할 것이다. 비교분석은 상품사슬론의 이론적 틀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국
가경제를 분석단위로 삼아 경제구조변환을 강조하는 전통적 발전문헌과 달
리, 상품사슬론은 원자재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사슬처럼 연결되어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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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산업을 분석단위로 삼아 산업고도화를 강조한다. 전통적 발전문헌에서
열대농업은 사양산업에 불과하지만, 상품사슬론의 시각에서는 고도화를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의 경제활동을 전유함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열대농업사슬(tropical commodity chain)의 형태, 고도화 기회구조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일군의 연구자들은 국
가의 종언(demise of state)을 전제한 가운데, 사슬 내 주도권을 행사하는
구매자(buyers)의 요구에 맞춘 생산조직화를 고도화 방법으로 제시한다. 또
다른 부류의 연구자들은 적어도 교역 이전의 생산단계에서 국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선택에 따라서는 전방통합(forward
integration)을 통해 가공(processing) 단계까지 진출함으로서 기능적 고도
화(functional upgrading)24)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상품사슬론의 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팜 오일 농산업의 상이한 고도화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전술한 농업고도
화 논쟁에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한편, 농업 의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에 경험적 함의도 도출할 것이다.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기존 연구

고도화에 대한 최근의 지배적 이론은 글로벌상품사슬론이다25). 이
24) 기능적 고도화란 상품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 또는 단계로 진출함으로서 달성하는 고도
화를 말한다.
고도화 유형에 관해서는 Gary Gereffi, John Humphrey, Raphael Kaplinsky,
Timothy J. Sturgeon, 2001, "Introduction: Globalisation, Value Chains and Development,"
IDS Bulletin 32(3), p.6
25) Gary Gereffi and Miguel Korzeniewicz(eds.), 1994, Commodity Chain and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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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경제활동의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과 지리적 분산
(geographical dispersion)이 동시에 심화되는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다26).
경제활동의 중심은 기존에 초국적으로 연결된 소유구조를 통해 높은 수준으
로 통합된 조직에서, 소유구조가 단절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행위자간 탈통
합적 조정으로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분석수준은 영토국가 경계
를 넘어 분산되어 있으나 기능적 조정의 거버넌스 아래에 있는 경제활동들
의 제 단계, 즉, ‘상품사슬(commodity chain) 또는 가치사슬(value chain)’
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27).
글로벌상품사슬론은 원자재 구매부터 최종 소매유통(retailing)에 이
르는 연속된 경제활동의 제 단계들을 ‘사슬(chain)’에 빗대어 개념화한다. 각
단계는 해당 경제활동의 본성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진입장벽을 지닌다. 이
진입장벽에 따라 해당 단계에 진입 가능한 행위자의 수가 달라진다. 진입장
벽이 높을수록 해당 단계 내 경쟁은 완화되고, 다른 단계에 대한 높은 교섭
력을 갖게 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전유하게 된다. 진입장
벽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사슬 전반을 아울러 모든 단계의 기능수행을 조
정하는 주도권(driven-ness)이 형성된다. 주도권이 위치한 단계에 따라 상품
사슬의 조정형태, 즉, ‘거버넌스’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도화 기회구조도
상이해진다.
최근 분석가들은 상품사슬이론의 정태적(static) 한계를 비판하고 거
래비용적 접근을 접합함으로서 동태적(dynamic)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28).
분석의 출발점은 기능적 분업의 심화가 곧 막대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함축한다는 가정이다. 이에 따르면, 상품사슬의 형태와 거버넌스
구조는 거래의 복잡성(complexity of transactions), 거래의 코드화가능성
(ability

to

codify

transactions),

공급자

역량(capabilities

in

the

Capitalism, Sante Barbara: ABC-CLIO
26) Peter Dicken, 2011,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6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11
27) Timothy J. Sturgeon, 2009, "From Commodity Chains to Value Chains." in Jennifer
Bair(ed.), op.cit., pp.110-137.
28) Gary Gereffi, John Humphrey, and Timothy J. Sturgeon, 2005,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1), pp.7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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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base) 등에 따라 달라진다29). 핵심은 코드화가능성이다. 코드화가능
성이 높아질수록 거래비용은 감소하고, 기존에 수직계열구조로 통합되어 있
던 핵심기능 중 일부를 소유구조 외부로 외주(outsourcing)한 뒤 원거리에
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공급자로서 역량만
갖춘다면 기존 생산조직에서 외부화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고도화를 달
성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고도화 기회구조는 상품사슬의 형태와 거버넌스 구조에 따
라 달라진다. 따라서 고도화 논쟁은 사슬 내 주도적 행위자, 거버넌스에 대
한 논쟁과 직결된다. 농업사슬에 대한 논쟁은 크게 보아 ‘단일사슬론’과 ‘구
획된 사슬론’ 간의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농업사슬을 국제중개업자
(international trader)에 의해 주도되는 단일한 연속된 사슬로 보는 반면,
후자는 농업사슬이 생산, 교역, 가공 단계별로 상이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되
는 구획된 사슬로 보고 있다.

1. 단일사슬론: 관행이론적 접근

먼저 농업사슬을 국제중개업자가 주도하는 ‘단일사슬’로 보는 입장이
있다. 농업사슬을 조정하는 것은 제 3세계에서의 농산물 구매와 제 1세계에
서의 농산물 판매를 조정하는 국제중개업자다30). 대표적인 업체로 ‘국제농산
품거래의

ABCD’라

Midland:

ADM),

불리는

아처-대니얼즈-미들랜드(Archer

벙기(Bunge),

카길(Cargill),

루이

Daniels

드레퓌스(Louis

Dreyfus)가 있고, 이보다 작은 엑스트라타(Xstrata), 글렌코어(Glencore),
노블(Noble),

올람(Olam),

윌마르(Wilmar),

가빌론(Gavilon),

미쯔비시

(Mitsubishi) 등이 있다. 국제중개업자는 막대한 거래량, 거대한 운전자본
(operating capital), 생산자와 시장에 대한 축적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높
은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사슬 내에서 각 행위자들의 기능
29) Timothy J. Sturgeon, 2009, op.cit.
30) Peter Gibbon, 2001a, “Upgrading Primary Production: A Global Commodity Chain
Approach," World Development 29(2), pp.3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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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업을 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는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조정 수단은 품질규정이다31). 다공정 제조업에서
표준화가 부품 간 상호교환가능성을 증대시켜 공정 간 교환을 가능하게 하
는 것과 유사하게, 농업에서 품질규정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32). 이러한 관점에서 퐁뜨와 기봉(Stéfano Ponte
and Peter Gibbon)은 품질규정관행과 생산조직형태 간 관계를 다루는 관행
이론(convention theory)의 개념을 도입해 농업사슬의 동학을 분석한다33).
관행이론은 오로지 품질측정에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만 가격메
커니즘에 의한 시장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시장적 관행). 품질측정에 불
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조정규칙(rule of coordination)에 관한 “절충적
합의(compromise)”34)에 의해 조정이 가능해지는데, 이 때 ‘절충적 합의’는
여러 종류의 간주관적 과정(intersubjective process)에 의해 달성된다. 절
충적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3자에 의한 표준(산
업적 관행), 둘째, 거래 당사자 간 신뢰(내부적 관행), 셋째, 공동체의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에 대한 헌신(시민적 관행) 등이 그것이다35).
과거 국가가 자국 농업부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의 품
질규정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고 단순하며 포괄적인 “산업적 관행”의 특
성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중개업자는 농산품 공급자인 개발도상국 수
출독점기구와 시장거래적(arm's length) 관계를 형성했다. 생산국 또는 생산
국의 연합체36)는 농업생산을 조직화하고 국제중개회사와의 단기계약에 따라
31) Benoit Daviron and Peter Gibbon, 2002, "Global Commodity Chain and African Export
Agriculture," Journal of Agrarian Change 2(2), pp.137-161; Philip Raiké, Michael Friis
Jenson, and Stéfano Ponte, 2000, "Global Commodity Chain Analysis and the French
Filière Approach: Comparison and Critique," Ecomony and Society, 29(3), pp.390-417
32) Benoit Daviron and Stéfano Ponte, 2006, op.cit.
33) Stéfano Ponte and Peter Gibbon, 2005, "Quality Standards, Conventions, and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 Economy and Society 34(1), pp.1-31.
34) Søren Jagd, 2004, French Economics of Convention and Economic Sociolog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conomic Sociology: Problems and
Prospects, p.26
35) Stéfano Ponte and Peter Gibbon, 2005, op.cit.
36) 적어도 1980년대 이전에 1차 상품 국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었던 생산국 협의체를 말한
다. 커피시장에서 국제상품협정(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고무시장에서 국제천연고무협
회(International Natural Rubber Organization)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상품가격 하락세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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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을 판매했다. 중개화사는 품질등급에 따라 가격 프리미엄 또는 가격할
인을 제시했다37).
1980년대부터 농업사슬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공
급측면에서 생산자가 약화되고 파편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영토 내에서 농
업생산을 조직화하고 국제중개업자와 계약당사자 역할을 했던 국가가, 구조
조정과 자유화로 농업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했던 것이다. 국가의
약화는 품질, 수량 측면에서 계약조건 불이행의 급증으로 귀결되었다. 둘째,
수요측면에서 세계시장의 수요는, 농산품 그 자체의 품질 뿐 아니라 생산과
정에서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에 까지 점차 특성화 · 세분화
(specified and differentiated) 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생산과정의 윤리성
에 초점을 둔 ‘공정무역커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통제를 요구하는 ‘유기농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대표적이다. 이들 수요에
조응하는 품질규정관행은 기존의 “산업적 관행”과 달리 복잡하고 때로는 이
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하며 배제적인 “내부적 관행”의 성격을 띤다.
셋째, 해썹(HACCP), 국제표준인증(ISO)등 제 3자 인증체계가 급속히 발달하
기 시작했다. 이들은 농산품, 생산과정, 가공공정 등에서의 암묵적 정보
(tacit information)를 코드화(codify)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내부적 관행”
을 “산업적 관행”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표준화의 진전에 따라서
“시장적 관행”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변환될 수도 있다38).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국제중개업자의 대응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 3세계의 생산자, 제 1세계의 농산품가공업자와 장기적 파
트너십을 형성하거나 소유관계 내부로 계열화한다. 이는 제조업에서의 일괄
생산체계(turn-key production system)와 유사한 경향이다39). 이를 위해
최근 4대 업체 ‘ABCD’ 중 카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수직계열화 소
위한 일종의 카르텔이다.
37) Peter Gibbon, 2001b, "Agro-Commodity Chains: An Introduction," IDS Bulletin 32(3),
pp.60-68.
38) Stéfano Ponte and Peter Gibbon, 2005, op.cit.
39) Catherine Dolan and John Humphrey, 2001, "Governance and Trade in Fresh Vegetables:
The Impact of UK Supermarkets in the African Horticultural Industr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7(2),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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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40). 둘째, 급속히 발달하
는 농산품 품질관리, 품질인증, 감시체계, 브랜드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원거리에서 생산자의 기능수행을 조정하고, 구매 시점에서 품질관리 및 품질
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에게 전가하며, 판매 시점에서 정보비대칭에
연유하는 지대를 취한다41).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 3자 인증체계의 발달이다. 전술한 바, 이
들은 “내부적 관행”을 “산업적 관행”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
행의 변환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바, 농산물 무역에서 정보비대칭과 규모
의 경제는 지속될 수 있고, 따라서 국제중개업자의 주도권 역시 지속 가능하
다. 나아가 종국에는 농업사슬의 거버넌스를 국제중개업자에 의한 시장거래
적 조정으로 수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42).
‘단일사슬론’ 입장에서 개발도상국 농업부문 고도화 기회구조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43). 첫째, 동종 품종 중 더 높은 품질등급의 농산품이나,
아예 새로운 품종의 농산품을 생산하여 프리미엄을 획득한다. 그러나 농산품
생산은 품종 또는 품질등급과 무관하게 진입장벽이 낮은 경향이 있어, 프리
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짧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계화 등을 통해
보다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공정으로 고도화한다. 그러나 농업의존적인 개
발도상국 대부분이 노동요소과잉과 자본요소과소라는 조건에 놓여있어 구조
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농산품 품질규정은 기계화 공정을
통해 생산된 농산품에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할인가격을 적용한다. 예컨대,
기계화 설비를 통해 수확되고 건조되는 로버스타 종은 수작업을 통해 수확
되는 아라비카 종에 비해 할인가격을 적용받고 있다. 셋째, 가공단계를 현지
화한다. 그런데 이는 수요적(대부분의 수요가 위치한 선진국 시장은 단일품
종이 아닌 다품종 블렌드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선호도 국가별 시
장에 따라 크게 다르다) · 기술적(농산품은 소비단계에 최대한 근접한 곳에
40) Javier Blas, 2012, "Louis-Dreyfus Looks to Play the Long Game", Financial Times 13
May, 2012.
41) Stéfano Ponte and Peter Gibbon, 2005, op.cit.
42) Stéfano Ponte and Peter Gibbon, 2005, ibid., p.10-16, 특히 p.16.
43) Peter Gibbon, 2001b,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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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공되어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제약 때문에 결국 자국 시장을 대상
으로 하는 가공업에 머무르게 된다. 넷째, 1980년대 이후 변화한 상황에 맞
추어 각종 구매자(무역회사, 산업수요자, 소매상 등) 들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수직계열로 통합된다. 커피시장에서 ‘농장커피(estate coffee)’, 타이어용 고
무시장에서 ‘단일고무타이어(single-rubber tyre)’ 등의 사례는 이러한 고도
화 사례다44). 다섯째, 가장 이상적인 고도화 기회구조는 품질관행에서 비롯
되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45). 국제중개업자는 정보비대칭
에서 발생하는 교섭력과 지대를 취하기 위해 ‘산업적 품질관행’을 유지하려
한다. 산업적 품질관행이 유지되는 한 생산자는 높은 품질의 농산품을 생산
한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고, 구매자는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높은 가격에 농산품을 구매하게 된다. 생산자 입장에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다. 첫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생산자-소비자간 접촉을 양적 · 질적으로 증대시킨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비자 교육, 농장견학(agro-tourism) 등을 들 수 있
다. 둘째, 생산자들이 집단행동을 조직해 대항적 품질규정을 통용시킨다.

2. 구획된 사슬론: 정치경제적 접근

한편 ‘단일사슬론’을 비판하고 ‘구획된(segmented) 사슬’을 주장하
는 연구자들이 있다. 이들은 ‘단일사슬론’이 분석적 편의를 위해 상품사슬의
일부분만을 분석하고 있으며, 전체 농업사슬이 2개 이상으로 구획되어 상이
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46).
전술한 바, ‘단일사슬론’은 농업사슬을 국제중개업자 주도 사슬
(international trader-driven chain)로 유형화하고, 국제중개업자가 품질
관행을 통해 농산물 ‘교역’을 조정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농산물은 교역(trading) 이전에 재배(cultivation), 초기가공
44) Peter Gibbon, 2001a, op.cit.
45) Benoit Daviron and Stéfano Ponte, 2006, op.cit., pp.245-272
46) John M. Talbot, 2009, op.cit., pp.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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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processing)의 단계를 거쳐 생산(production)되며, 교역 이후에는 2
차 가공(secondary processing) 및 제조(manufacturing)의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재(consumer-goods)의 형태로 시장에 유통된다. 즉, 농업사슬은
생산-교역-제조의 세 단계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단일사슬론’은 ‘교역’ 단계에만 분석을 한정하여 농업사슬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지나친 단순화는 교역단계 이전에서 생산국의 역할과, 교역단계
이후에서 농산업 제조업자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로 귀결된다47).
전체 농업사슬에서 생산단계는 생산국에 의해 주도되는 구획이다.
글로벌화에 따라 뿌리 없이 이전될 수 있는 제조업과 달리, 농업은 종별로
특정 생태적 조건에 깊이 침윤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전될 수 없다48). 국가
는 거시경제 수준의 가격정책, 농업지도(agricultural extensions), 전매정책
등을 통해 농업생산을 조직화한다. 생산한 농산품은 일차가공을 통해 국제시
장에 판매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되는데, 이 일차가공의 구체적인 조직화 방
식 역시 국가의 영역이다. 즉, 국가는 ‘단일사슬론’에서 가정한 것 이상으로
농업사슬 생산단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영향력은, 행위자들
의 참여와 배제, 기능적 분업의 형태, 행위자들의 전유하게 될 부가가치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도권’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면, 전체 농업사슬에서 생산단계는 국가가 주도하는 구획이다.
나아가 국가는 ‘단일사슬론’에서 가정한 것처럼 동질적인 수동적 생
산자로 볼 수 없다. ‘자원기반산업화(resources-based industrialization)’
문헌49)에 기록된 광범위한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는 농업 산출물을 투입물로
47) John M. Talbot, 2002, op.cit., pp.701-734
48) John M. Talbot, 2009, op.cit., p.104
49) 대표적인 초기 문헌으로 Michael Roemer, 1979, "Resource-Based Industrializ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1), pp.163-202; 중
기의 이론적 리뷰와 국가별 경험에 대한 집적수준 분석으로 Alexander J. Yeats, 1991, “Do
Natural Resource-Based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Convey Important(Unrecognized) Price
Benefits for Commodity-Ex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580; 최근의 사례연구집으로 Jörg Mayer, Brian Chambers, Ayisha Frooq, and
UNCTAD(eds), 1999, Development Policies in Natural Resource Economies, MA: Edward
Elgar; Mónica Kjöllerström and Kledia Dallto, 2007, "Natural Resource-Based Industries:
Prospects for Africa’s Agriculture," in JoAnne DiSano(ed.), Industrial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s, New York: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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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조업 발달을 추진해 성공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제조업은 통
상 제 1세계에서 가공업을 겸하는 국제중개업자 또는 식품가공업자들이 점
유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농업사슬에서 생산국이 ‘생산’이상의 기능도 수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국가주도 구획의 경계가 가변적이라
는 것을 뜻한다.
결국 대안은 “전체 사슬(entire chain)”에 대한 분석이다50). 구체적
으로 생산단계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구획과 교역단계에서 국제중개업자가
주도하는 구획을 각각 드러내고, 세력관계에 따라 양자의 접점이 유동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일사슬론’이 간과했던 다양한 사슬의
형태,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 다양한 고도화 기회구조를 분석적으로 밝힐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농업부문의 고도화 가능성은 두 개로 구획된
사슬의 접점을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로 최대한 밀어 올리는 것, 즉 ‘전방통
합(forward integration)’에 달려있다51).
대표적으로 탈벗(Talbot)은 생산자이자 공급자인 국가(state), ‘단일
사슬론’에서 ‘국제중개업자’로 일컬어진 초국적무역업자(TNC traders), 농산
품을 최종소비재 형식으로 가공하는 초국적제조업자(TNC manufacterers)
간 역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방통합에 의한 농업고도화를 설명하고 있
다.

분석결과,

(agressiveness

전방통합의
of

state

달성여부는
actions),

역량

주로
있는

국가개입의

공격성

현지자본계층(local

capitalists)의 존재여부, 최종생산물 국내시장의 크기(size of the domestic
market for the final processed product) 등 세 변수의 조합에 의해 설
명된다.

50) John M. Talbot, 2009, op.cit.
51) John M. Talbot, 2002,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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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비판적 검토
1. 단일사슬론

가. ‘국가의 종언(demise of state)’에 대한 암묵적 가정
‘단일사슬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획된 사슬론’이 비판한 바, ‘국
가의 종언’이 전 지구적 현상인 것처럼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국가는
농업생산 조직화, 계약이행 등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하다가 영향력을 잃고
농업사슬에서 배제된 행위자로 가정된다. 이는 기실 ‘농업부문의 이윤을 짜
내어 도시 또는 산업부문으로 이전하는 독특한 형식의 국내정치적 연합 붕
괴한 이후 국가전매기구가 폐지된 상황’을 말한다. 요컨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 지역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범위를 확대
했을 때 이 경험은 일반화될 수 없다. 농업에 대한 국가 영향력의 강도와 양
상은 국가별로 정치적 · 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생산단계를 넘어 교역과 가
공에까지 영향력을 확장한(stretched-out) 국가가 국제중개업자와 부가가치
의

전유를

두고

다툴

정도로

강력한

경우가

많다.

준

국가기구

(quasi-parastatal)를 통해 인스턴트 커피 가공업을 사실 상 ‘창조’했던 콜
롬비아의 사례52),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현지자본을 코코아 재배부터 산업
용 중간재 가공업에까지 진출시켰던 말레이시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53).
팜유사슬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설명하는데도 국가
역할의 상이성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에서 국가는 소
농 조직화54), 유럽 가공업자들에게 유리한 공동판매위원회(Joint Selling
52) John M. Talbot, 1997, "The Struggle for Control of a Commodity Chain: Instant Coffee
from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2(2), pp.117-135
53) Neils Fold, 2002, "Lead Firms and Competition in 'Bi-polar' Commodity Chain: Grinders
and Branders in the Global Cocoa-Chocolate Industry," Journal of Agrarian Change 2(2),
pp.228-247; John M. Talbot, 2002, op.cit.; Rabbi Poobal Royan, 1999, "From Primary
production to Resource-based Industrialization in Malaysia," in Mayer, Jörg, Brian
Chambers, Ayisha Frooq, and UNCTAD(eds), op.cit., pp.126-127
54) Lim Teck Ghee and Richard Dorall, 1992, "Contract Farming in Malaysia: With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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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해체55), 가공단계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56) 등을 통해 고도화를
촉진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는 관리능력(managerial capacities)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식민본국의 플랜테이션을 몰수하여 생산기반을
훼손시켰었고57), 이후에는 식용유지의 국내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일관성 없
는 조세정책과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등58) 고도화를 방해했다.

나. 상충되는 이론적 가정
‘단일사슬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관행이론의 도입에 있다. 관행이론
의 도입은, 제조업 상품사슬론에서 거래비용이론의 도입에 상응하는 이론적
정교화(theoretical elaboration)를 목표한 것이다59). 그러나 관행이론과 거
래비용이론 간 이론적 가정의 상충을 무시함으로서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설명으로 기울고 있다.
본래 프랑스 노동시장분석에서 발전된 관행이론은 일종의 구성주의
적 접근(constructivist approach)을 통해 시장의 자연화(naturalization of
market)를 비판하고 다양한 조정기제를 주장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체계다.
이 이론은 ‘관행(convention)’에 대한 루이스(David K. Lewis)의 정리60)에
Reference to FELDA Land Schemes," in David Glover and Lim Teck Ghee(eds.), 1992,
Contract Farming in Southeast Asia: Three Country Studies, Institut Pengajian Tinggi
Universiti Malaya
55) James Pletcher, 1991, op.cit., pp.630-631.
56) Jaya Gopal, 2001, op.cit.
57) Susan Martin, 2006, op.cit., Routledge, p.214
58) Ambiyah Abdullah, 2011, "Determinants of Indonesian Palm Oil Export: Price and Income
Elasticity Estimation," Trends in Agricultural Economics 4, pp. 50-57.
59) 기존 상품사슬론의 제조업 사례에 대한 정학분석(static analysis)은, 거래비용이론의 도입함으로
서 5개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동학분석(dynamic analysis)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거
래비용 이론을 도입해 복잡성(complexity), 코드화가능성(codifiability), 역량(capability)의 세 변
수로 거버넌스 구조의 변이와 동학을 설명한 Gary Gereffi, John Humphrey, and Timothy J.
Sturgeon, 2005, op.cit.을 말한다. 관행이론의 도입은 농업사슬 분석에 “거래비용이론의 사회학
적 반영물(sociological mirror)”인 관행이론을 도입함으로서, 농산품 품질등급과 표준체계(quality
grade and standard)을 변수로, 점증하는 구매자 주도성의 동학(dynamics of increasing
buyer-drivenness)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기획이다. Thierry Verstraete and Estéle Jouison,
2006, Conneting Stakeholders Theory and Convention Theory to Highlight the Adhesion
of Stakeholder to the Business Model of a Start-up, Paper presented at the 51th Worl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ICSB), p.4
60) David K. Lewis, 1969, Convention: A Philosophical Stud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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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해,

급진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

상황에서

자기이해

(self-interest)가 아닌 공유된 규칙(shared rule)을 따르는 행위자를 가정하
고61), 해석학적 접근법을 통해 공유된 규칙의 기저에 있는 사회적 구조를 밝
힌다62). 여기서 공유된 규칙은, 첫째, 조정의 목적과 전략을 정당화하는 공
유된 평가기제로 정의되며63), 둘째, 물질세계와 더불어 관념세계에 이념형으
로 존재하는 상위의 정당화 원칙(higher-order principles of justification)
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64), 셋째,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a priori)이 아니라
행위자간 간주관적 과정(intersubjective process)을 통해 행위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a posteriori)이다. 요컨대, 불확실성 하에서 조정문제에 직면
한 행위자는 과거의 합리화(past rationalization)를 따라 결정을 내리는데,
이 때 과거의 합리화는 물질적 이득의 극대화 동기가 아니라 행위자간 공유
된 관념적 · 철학적 정당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해석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행이론은 거래비용이론과
같은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과 결별하고 있다. 예컨
대, 신제도경제학은 루이스의 정리를 따라 ‘관행’ 또는 ‘공유지식(common
knowledge)’에 의해 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
다. 반면 관행이론은 다음과 같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불확실
성’의 완전한 해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불확실성은 연관된 행위
자들이 참여하는 간주관적 과정을 통해 ‘절충적 합의(compromise)’를 달성
함으로서 경감될 수 있고, 이것이 불확실 상황에서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모든 불확실성이 자동적으로 ‘절충적 합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불확실성의 경감조차도 보증된 것이 아니다65). 이 견해에 따르면, 관행
이론의 틀에서는 연관된 행위자간 관념적 · 철학적 정당화 기반을 둘러싼 활
발한 설득과정이 전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행은 항구적으로 변동한다. 어
61) Søren Jagd, 2004, op.cit, p.3
62) Thibault Daudigeos and Bertrand Valiorgue, 2010, "Convention Theory: Is There A
French School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Paper presented at 6th New
Institutionalism Workshop of Emlyon Business School, p.11
63) Thibault Daudigeos and Bertrand Valiorgue, 2010, ibid, p.12
64) Thibault Daudigeos and Bertrand Valiorgue, 2010, ibid, p.12
65) Søren Jagd, 2004, op.cit,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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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한 행위자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유리하다고 하여 특정 관행이 장시간에
걸쳐 일방적 우세성을 갖게 되는 상황은 예측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슬론’ 분석가들은 거래비용이론의 설명양
식에 따라, 정보비대칭에서 연유하는 교섭력을 지닌 강력한 행위자가 강제하
는 규범으로서 관행을 정의한다. 따라서 특정 관행이 항구적으로 우세할 수
있고, 나아가 특정 유형의 조정방식이 지배적일 것이라 예측한다. 요컨대,
첫째, 불확실성을 ‘정보비대칭’의 상황으로 단순화하고, 둘째, 물리적 권력분
포의 불균등성(uneven distribution of material power)이라는 구조적 변
수가 어떠한 종류의 관행이 우세할지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사회
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규범적 정당화에 의해 특정 유형의 관행에 지배
성이 형성된다는 구성주의적 접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관행이론의 거래비용적 적용’은 관행이론이 함의하는 “반기능주의적
비전(antifunctionalist vision)”66)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편의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취사선택한 이론적 요소가 혼합된 결과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설명으로 기울고 있다.

다. 전속적 조정(captive coordination)으로의 고도화
농업사슬에 대한 ‘단일사슬론’의 분석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
째, 생산자로서 생산국의 교섭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둘째, 국제중
개업자, 식품가공업자, 식품제조업자 등 구매자들의 교섭력이 일반적으로 강
화되고 있다. 셋째, 제 3자 인증체계에 힘입어 여러 구매자 중에서 특히 국
제중개업자의 교섭력이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 입장에서 고도화 전
략은 구매자 주도의 농업사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컨대, 국제중
개업자의 품질규정 에서 더 높은 가격프리미엄이 가능한 농산품을 재비하든
지, 자본 및 기술집약적 공정을 도입하여 비용을 낮추든지, 가공 및 제조업
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틈새시장에 특화하거나 일괄생산을 수주하는 등의 고
도화 전략이 대표적이다.
66) Daudigeos and Valiorgue 2010, op.cit.,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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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생산자가 수행하는 기능을 ‘수동적 재배자(cultivator)’
로 한정하고, 제품 또는 공정 고도화(product or process upgrading)외에
기능적 고도화(functional upgrading)67)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단일사슬론’은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예를 들면서, 제품 또는 공정
고도화가 “… 낮은 이윤이나(low profit) … 전속적 위치(captive position)
를 필연적으로 함의하지는 않는다”68)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급자
가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한다는 조건에서만 참아다69).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킨 사례는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에서조차도 굉장히 드물다70). 무
엇보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 및 노동 집약적인 농
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의 동시적인 급격한 확대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단일사슬론’이 제시하는 ‘전속적 조정과정으로의
참여’가 장기적으로 농업고도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팜유사슬에서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단일사슬론’이 간과한 기능적 고
도화의 효용을 방증한다.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부터 가공수준별 차등수출
세 등의 정책적 수단으로 현지 플랜테이션 업체들의 정제설비 설치를 유도
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팜 원유는 거의 전량 국내
에서 가공되어 수출된다. 이러한 기능적 고도화 결과, 말레이시아는 기존에
는 누릴 수 없었던 다음의 이점을 선취하게 되었다. 첫째, 더 많은 부가가치
를 전유한다. 둘째, 이미 포화상태인 유럽시장 외에 아직 식용유지 정제설비
67) Gary Gereffi, John Humphrey, Raphael Kaplinsky, Timothy J. Sturgeon, 2001, op.cit.
68) Stéfano Ponte and Peter Gibbon, 2005, op.cit., p.4
69) Hubert Schmitz, 2004, Local Upgrading in Global Chains: Recent Findings, Paper
presented at Danish Research Unit for Industrial Dynamics(DRUID) Summer Conference
2004 on Industrial Dynamics, Innovation, and Development, pp.2-3.
70)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파운드리(foundry), 자동차 산업에서 모듈공급자(module supplier) 등
이 이러한 방식의 고도화 모델이다. 그러나 이론적 기대와 달리, 파운드리와 모듈공급자는 팹리스
(Fabless)-IP제공업체(Chipless), 완성차메이커(assembler) 등 각각의 선도기업과의 관계에서 교
섭력을 가질 정도로 충분한 규모-범위의 경제를 획득하지 못했다. 대만 파운드리의 지속적인 수
익률 악화, 업계 상위 미국 모듈공급자의 연쇄파산은 이를 방증한다. Douglas B. Fuller, 2002,

Globalization for Nation Building: Industrial Policy for High-Technology Products in
Taiwan, MIT Industrial Performance Center Working Paper 02-002; 백창재 외, 2012, “생산
세계화의 다양성Ⅱ: 미국 · 독일 ·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연구』21집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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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추지 못한 중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등 새로 성장하는 시장에
진출하는 등 시장의 지리적 다변화를 달성한다. 셋째, 증류(fractionation)
능력을 기반으로 각종 산업용 중간재를 생산함으로서 시장의 구획별 다변화
를 달성한다.

2. 구획된 사슬론

‘구획된 사슬론’은 상품사슬의 거버넌스가 분절적이라는 가정을 통해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포괄한다. 국가는 생산단계에서의 주도적 행위자다. 그
리고 초기 상품사슬문헌의 접근법에 따라 하나의 체계로서 사슬에서 기능적
분업을 수행하는 각 행위자들의 역관계(power relations)에 주목한다. 이 역
관계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는 생산단계의 구획과,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교
역 이후 단계의 구획이 이루는 접점은 유동한다. 따라서 농업사슬의 형태는
‘접점’의 위치에 따라 ‘단일사슬론’이 예측한 것 보다 다양한데, 이 다양성이
곧 각 생산국들의 상이한 기능적 고도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구획된 사슬론’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적 고도화의 가능성을 적극적
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암묵적 모델로
하는 ‘단일사슬론’에 비해 더 큰 설명력과 일반화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고도화에 대한 ‘구획된 사슬론’의 설명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
어 보충될 필요가 있다.

가. 과소결정적인 기술적 설명
전방통합에 대한 ‘구획된 사슬론’의 설명은 기술적 설명, 정책적 설
명 등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설명은 기술적 요인으로
사슬에서 국가주도 구획의 경계와 전방통합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농산품을
수확한 뒤 운송 및 저장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초기가공(initial
processing)이 요구되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최종소비재 형태로 변환
되기 위해서는 2차, 3차 가공이 요구된다. 이 때 각각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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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시점, 소요되는 투입요소의 구성비율,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는 농산품
별 식물학적 특성(botanical traits)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농산품 별 특
성에 따라 생산단계에서 국가주도구획의 경계가 정해지고, 나아가 2차 · 3차
가공단계로의 전방통합 가능성도 결정된다. 예컨대, 코코아의 경우 수확 직
후부터 별도의 초기가공 없이도 6일 ~ 10일 정도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즉
각 가공업자나 무역업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71). 따라서 국가 주도의 구획은
국제중개업자 주도의 구획에 비해 좁고, 전방통합의 가능성도 그만큼 낮다.
반면 팜 오일의 경우 수확 직후 24시간 내에 초기가공을 하지 않으면 심각
한 품질저하가 발생하므로 생산국에서 초기가공을 수행하게 되고72), 따라서
2차, 3차 가공단계로의 전방통합이 용이하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요인의 효과는 과소결정적(underdetermining)이다.
행위자들의 선택지를 제약하기만 할 뿐 실제 선택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예
컨대, 코코아의 주요 산지인 가나, 코트디부아르, 말레이시아 3국의 경우, 전
체 코코아 수출에서 가공코코아의 비중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코트디부아르
의 경우 가공코코아의 비중이 전체 코코아 수출의 17%에 머물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거의 전량을 산업용 중간재 형태의 가공품으로 수출하고 있
다73). 따라서 기술적 요인의 설명은 이하의 정치경제적 설명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나. 정책의 형성(formation of policies) 을 도외시한 정책적 설명
둘째, 정책적 설명은 국가정책으로 전방통합의 성패를 설명한다. 예
컨대, 크레이머(Christopher Cramer)는 모잠비크에서 캐슈넛 산업이 비가
공 농산품 수출에 긴박되어 있는 이유로, 취약한 산업기반시설, 품질 및 산
출량을 개선하기 위한 일관된 연구개발정책의 부재, 해외시장개발을 위한 수
출촉진제도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즉, 적절한 국가정책의 부재가 전방통합

71) John M. Talbot, 2002, op.cit.
72)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 (4th ed.), Hoboken, N.J.: Wiley,
p.4
73) John M. Talbot, 2002,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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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74). 폴드(Neils Fold)는 브라질과 말레이
시아의 종유산업(oilseed industry)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기능적 고도화를
가능케 한 조건으로 가공단계별 차등수출세(differential export tax)를 지목
한다75).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종유의 수출세율을 낮추는 차등수출세가 가공
산업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탈벗은 3개 작물 9개 국가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에서 전방통합 성패의 1차적인 변수로 ‘국가의 공격성’을 들고
있다76). 국가의 현지화 정책이 공격적일수록 농업사슬 가공단계의 현지화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품사슬론의 분석틀에 국가를 주요 변수로 포괄하는 것은
‘구획된 사슬론’의 이론적 강점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결과(consequences
of policies)를 강조하는 베버적(Weberian) 접근법은, 정책의 형성에 무관심
하다는 한계가 있다77). 때문에 농업사슬에서 고도화 정도가 국가별로 상이한
궁극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왜 어떤 국가는 더 견실한 농업지도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는지, 왜 어떤 국가는 차등수출세를 채택할 수 있었는지, 왜
어떤 국가는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외국자본에 의해 수행되는 가공업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현지화 정책을 취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정책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에 있다. 관련하여, 탈벗이
현지화 성공에 필요조건으로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부가
한 것은 시사적이다. 탈벗에 따르면, 국가와 현지자본의 과소연계 상태에서
추진되는 현지화는, ‘역량 없는 몰수(expropriation without capacity)’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78). 따라서 현지화 이후 농산업(agribusiness)의 높은 성
74) Christopher Cramer, 1999, "Can Africa Industrialize by Processing Primary Commodities?
The Case of Mozambican Cashew Nuts," World Development 27(7), pp.1247–1266
75) Neils Fold, 2002, "Globalisation, State Regulation and Industrial Upgrading of the Oil
Seed Industries in Malaysia and Brazil,"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1(3)
76) John M. Talbot, 2002, op.cit.
77) Rajah Rasiah and Johannes Dragsbaek Schmidt(eds.), 2010, op.cit. pp.6-17; Garry Rodan,
Kevin Hewison, and Richard Robinson, 2006, “Theorizing Markets in South-East Asia:
Power and Contestation," in Garry Rodan, Kevin Hewison, and Richard Robinson,(eds.),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 Markets, Power and Contestation(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p.7
78) 구체적인 예로 코코아 가공 플랜트를 국유화한 가나(Ghana), 차 플랜테이션과 가공설비를 국유
화한 스리랑카(Sri Lanka), 오일 팜 플랜테이션과 가공플랜트를 국유화 했었던 1960년대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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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산파’

역할의

국가와

역량

있는

현지자본(local

capital

with

capability)간 연계를 필요로 한다. 이는 성공적인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
의 형성을 분석함에 있어 정치연합접근(political coalition approach)의 설
명력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탈벗의 정치연합접근은 제 3세계 농업정책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를 누락하고 있다. 바로 농업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저발전국가의 발전전략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업부문이다. 농업부
문을 고려하지 않은 탈벗의 설명은 농업기반 전방통합에 대한 국가의 선호
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도시편향이론(urban-bias theory)’79)
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정책에 대한 국가의 선호는 도시와 농촌 간 정치적
영향력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정치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농촌에 비해 도시가 우세한 경우, 국가의
농업정책은 주곡(food crop)의 자급자족화(self-sufficiency)와 환금작물
(cash crop)에 대한 과잉과세(overtaxation)로 요약된다. 국가는 도시부문
에 필수식품(necessities)을 낮은 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농업정
책의 최우선목적으로 삼는다. 수출환금작물에 대한 투자는 필수식품의 내수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제조업 부문의 투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일반적인 결과는 농가
소득정체 또는 감소를 동반한 농업의 주변화(marginalization)이다80). 대표
적인 사례로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와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전형
적으로 ‘단일사슬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수동적 생산자’로서 국가의 특성을
보인다.
반면 도시에 비해 농촌이 동등하거나 우세한 경우, 국가는 농촌편향
시아를 들 수 있다. 세 사례에서 모두 현지화 이후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산출량
하락과 산업기반 붕괴가 관찰되었다. John M. Talbot, 2002, op.cit.
79) Michael Lipton, 1977, Why Poor People Stay Poor: a Study of Urban Bias in World
Development, Temple Smith; Robert Bates, 1984, Markets and States in Tropical Africa:
The Political Basis of Agricultural Polic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Ashutosh Varshney(ed), 1993, op.cit.
80) UNCTAD, 2009,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Development, Zurich: United Nation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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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ural-biased policies)을 택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소농에게 유리
한 토지개혁, 주곡과 수출환금작물의 농업 투입물에 대한 정부보조, 수출농
업촉진 등을 들 수 있다81). 국가는 농촌의 소득증대를 농업정책의 최우선목
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출환금작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결합된 상업적 농업의
외향적 발달(outward development), 농업과 연관산업의 현지화로 귀결된
다. 대표적인 사례로 케냐82)와 말레이시아83)를 들 수 있다.
관련하여, ‘구획된 사슬론’의 분석가들이 기능적 고도화의 요건으로
흔히 지적하는 ‘최종소비재 국내시장의 크기’의 경우84), 농촌편향적 연합에
서만 농업고도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도시편향적 연합이 형
성되어 있는 경우, 농산품 최종생산물의 국내시장이 클수록, 해당 생산물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국가의 유인은 더 강력해지므로, 농업부문의
전방통합에 대한 국가의 선호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식
용유지

가격안정을

위해

높은

정률수출세와

완충저장(buffer

stock

operation)의 수단으로 팜유 산업에 개입하는 인도네시아다. 반면, 농촌편향
적 연합 아래에서의 국내시장의 크기는, 분석가들이 기대한 대로 해당 농산
업을 학습곡선(learning curve) 위로 올려두는 역할을 한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기능적 고도화에 관한 정책적 설명은 다
음과 같이 보충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의 결과 뿐 아니라 정책의 형성도 분
석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 형성을 분석함에 있어 정치연합접근을 기반으로
81) Gillian Hart, Andrew Turton, and Benjamin White(eds.), 1989, Agrarian Transformation:
Local Processes and the State in Southeast Asia,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82) 도시편향연합에 의한 농업의 주변화가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아프리카에서, 케냐는 농업기반의 견
실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유일한 예외이다. 베이츠(Robert Bates)는 케냐의 사례를
‘Kenya's exceptionalism’ 이라고 일컫고 있다. Robert Bates, 2005, Beyond the Miracle of
the Market: The Political Economy of Agrarian Development in Kenya,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3) Ardeth Maung Thawnghmung, 2008, "The Missing Countryside: The Price of Ignoring
Rural Political Economy in Southeast Asia," in Erik Martinez Kuhonta, Dan Slater, and
Tuong Vu(eds.), Southeast Asia in Political Science: Theory, Region, and Qualitative
Analysi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252-273; Dirk Bezemer and Derek
Headey, 2008, "Agriculture, Development, and Urban Bias," World Development 36(8)
84) John M. Talbot, 2002, op.cit.; Christopher Cramer, 1999,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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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국가, 국내자본, 외국자본과 더불어 연합의 도농편향도 고려해야 한다.

제 3절 대안적 분석틀

1. 분석틀

본 연구에서 비교의 수준은 “상품사슬 내 국가별 비교(comparison
of nation-states within commodity chains)”85) 이다. 이 비교는 탈벗이
제안한

상품사슬

비교연구의

방법

중

하나로,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에 근거하여 식물학적 · 기술적 특성과 같은 상품사슬의 구조적
특성을 통제하면서 사슬 내 행위자 수준의 특성을 변수로 변이를 설명한다.
‘구획된 사슬론’이 주장한 바, 농업사슬은 생산단계는 국가에 의해,
교역 및 가공단계는 초국적 기업에 의해 각각 주도되는 ‘구획된 사슬’의 특
성을 보인다. 농업사슬에서 생산국의 고도화는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까지 경
제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기능적 고도화에 달려있다.
기능적 고도화의 달성여부는 두 가지에 달려있다. 첫째, 농업기반 전
방통합의 선호를 가진 국가의 존재이다. 둘째, 정책적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영역’까지 진출하는 역량 있는 현지자본의 존재 여부
이다. 통상 ‘새로운 영역’은 외국자본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교역 또는 가공
단계이다. 외국자본은 해당 단계에서 주도적 행위자인 바, 압도적인 교섭력
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자본은 생산단계의 주도권을 가진
국가와 연계함으로서 힘의 불균형을 대등하게 만들거나 드물게는 역전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국가의 농업기반 전방통합에 대한 선호가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정책의 성격은 해당 국가 정치연합의
도농편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연합이 도시편향적 성격을 띠는 경
85) John M. Talbot, 2002, op.cit., p.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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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해당 국가는 주곡부문에서 자급자족, 환금작물부문에서 과잉과세를 추진
하게 되고, 이는 농업의 주변화로 귀결된다. 반대로 농촌편향적 성격을 띠는
경우, 해당 국가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환금작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외향적 농업의 발달과 연관산업의 현지화 추진으로 귀
결된다. 따라서 가장 선행하는 독립변수는 정치연합86)의 도농편향이라 할 수
있다. 대안적 분석틀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Variables
Independent
연합의
도농편향

Dependent · Intervening
농업정책
동원된 국내자본 vs 가공부문 외국자본
[표10

Dependent
농업의
기능적 고도화

분석틀]

2. 예비분석

위의 분석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정치연합의 농촌편향적
성격에 따라 현지자본과의 연계한 국가가 환금작물 연관 농산업에 대한 공
격적인 현지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기능적 고도화를 달성했다고 분석된다.
말레이시아 정치연합은 국가 관료계층으로 흡수된 말레이계 귀족,
광업과 상업부문에서 자본을 축적한 중국계 소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합은 과거 식민정권에 의해 전통사회의 생계농업(subsistence agriculture)
으로 격리되었었던 말레이계 빈곤 소농의 표에 의존했던 바, 농촌편향적 성
격이 강한 농업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재식재(replanting) 정책을 통
86) 이 때의 정치연합은 다원주의적(pluralist) 맥락이 아니다. 오히려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의 틀로 동남아시아 정치경제를 다루는 크라우치(Harold Crouch), 로빈슨(Richard
Robinson)등이 예시한 맑시즘(Marxian)적 맥락에서의 정치연합이다. 이에 관한 토론으로는 John
T. Sidel, 2008,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Revisited: Colonial State
and Chinese Immigrant in the Making of Modern Southeast Asia," Comparative Politics,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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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금작물 생산보조, 사실 상의 유상토지분배를 통해 소농의 높은 생산성
과 플랜테이션의 규모의 경제를 결합한 재정착프로그램, 농업지도정책을 통
한 농업기반시설 공급과 연구개발, 그리고 환금작물의 각종 수출촉진정책 등
이 대표적이다.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 들어서 급성장하는 아시아 유지시장의 가능
성을 확인한 뒤, 가공산업의 현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화인자본과 재정착기구가 정제(refinary), 올레
오케미칼(oleo-chemical)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국가신탁기금
의 주식매집을 통해 팜 원유를 유럽으로 수입하여 가공하는 방식의 식민무
역패턴을 고집하던 영국계 중개회사를 현지화(malaysianization)했다. 가공
단계에 진출한 현지자본들은 정치연합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바, 강력한 정상
조직(peak association)을 구성할 수 있었고, 국가와 균형 있는 연계를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은 하류부문
(downstream)에서 각종 정제유, 올레오케미칼 중간재, 소비재 생산 및 판매
까지 포괄하는 기능적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정치연합의 도시편향적 성격에 따라 국가가 필
수식품 자급자족과 환금작물 과잉과세를 추진하는 등 전방통합에 대한 선호
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덜란드 자본을 적산(enemy properties) 으
로 간주하여 몰수한 군부는 무능력했고, 정권의 비호아래 지대추구에만 열중
하는 쭈꽁은 정치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위험회피성향을 보인다. 그 결과 인
도네시아의 팜유산업은 말레이시아와 대조적으로 산업성과의 높은 변동성,
취약한 하류 가공부문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치연합은 군을 비롯한 국가관료, 수입대체산업과 상업
의 중심인 자바 거주 도시 중산층, 그리고 하위파트너로서 내수상업에서 부
를 축적했으나 정치적으로 취약하여 군부 주요인사와 후원-수혜관계를 형성
해야만 했던 중국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기적 선거가 무의미한 경
성권위주의 특성 상 정치연합의 폭은 말레이시아에 비해 매우 좁았다. 집권
세력은 단일 집단으로서는 유일하게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자바 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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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요구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했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농업정책
은 강력한 도시편향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쌀 등 주곡, 설탕과 식용유지 등
필수식품을 자바에 낮은 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자급자족 정책과
수출억제정책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와 유사한 농업투입물
보조, 농업기반시설 개선 등 확장적인 농업지도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는 어디까지나 주곡부문에 최우선순위가 있었을 뿐 환금작물에 대한 지원은
이차적이었다.
1970년대, 말레이시아 팜유 농산업의 성과를 지켜본 인도네시아는,
군부사업부문에 의해 몰수된 뒤 방치되던 플랜테이션을 재정비하고, 국제원
조금으로 말레이시아의 연방토지개발청(FELDA)와 유사한 소농정착체계를
도입했으며, 민영 및 외국자본에 의한 플랜테이션 개발을 허용하는 등 팜유
농산업 촉진에 나섰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산업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고도화와 같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없었다. 근본적인 이유
는 팜유가 단순가공 만으로도 필수식품 중 하나인 코코넛유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변동수출세, 간헐적인 수출통제, 할당수매, 국영
물류기업(BULOG)의 완충저장 등으로 팜유 산업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도시부문에 식용유지를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원활히 공급하고자 했다. 이러
한 정책목표를 대상 가공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쭈꽁에 대한 보호, 수출을 통
한 외환획득 등 상호 모순되는 정책목표와 동시에 달성해야 했던 바, 인도네
시아 정부는 정치연합의 이익이 파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일차적인 관심
을 가졌을 뿐 산업고도화를 추진할 여력까지는 없었다. 더구나 복잡하게 얽
히고 자주 변경되는 정책은 정제마진을 축소하고 팜유사슬 참여자에게 불확
실성을 높였던 바, 이들은 국제시장에 팜유를 처분할 기회가 있으면 즉각 처
분하고자 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은 팜 원유의 수출에만 머물
며 고도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량적으로 팽창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예비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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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Variables
Independent

연합의 성격

Dependent · Intervening

Dependent

농업정책

농업의
기능적
고도화
(functional
upgrading in
agriculture)

동원된 국내자본
vs
가공부문 외국자본
Values

Malaysia

Indonesia

농촌편향적
(rural-bias)

도시(자바)
편향적
(urban(Java)bias)

환금작물부문 농업지도정책
(agricultural extensions)
재정착프로그램
(resettlement program)
수출촉진
(export promotions)
차등세
(differential export tax)

○

부미뿌뜨라 신탁 자본87)
(bumiputera trusted capital)
국내화인자본
(domestic Chinese capital)
vs
영국자본: 중개회사
(British capital)
주곡부문 농업지도정책
(agricultural extensions)
필수식품의 자급자족
(self-sufficiency in staples)
환금작물에 대한 과잉과세
(overtaxation in cash crop)
국영부분
(state-owned capital)
쭈꽁88)

×

(cukongs)

vs
네덜란드 자본
(Dutch captital)

[표11 예비분석]

87) 부미뿌뜨라는 현지어로 ‘땅의 아들(son of the soil)’을 뜻하는데, 중국계와 노동계와 구분되는
인종적 말레이계를 일컫는다. 부미뿌뜨라 신탁자본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하에서
말레이계의 자산소유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한 신탁투자기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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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팜유사슬

개별 국가 수준의 사례연구에 앞서 먼저 통제변수인 사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팜유 산업의 역사를 살핀 뒤, 팜유사
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팜유사슬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
아의 고도화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분
석한다.

제 1절 팜유사슬의 역사

본래 오일 팜 나무는 서아프리카에서 군락으로 자생하는 작목이다.
서아프리카 주민들은 야생 오일 팜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 식용으로 사용했
다. 적어도 서아프리카 원주민에게 팜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요식품
(staples) 중 하나였던 셈이다.
팜유가 유럽에 처음 소개된 것은 1589년이다. 무역업자 제임스 웰시
(James Welsh)가 팜유 32배럴을 영국에 반입한 것이 최초이다89). 노예무역
선을 통해 소량씩 반입하는 형식이었던 초기 팜유 무역은 유럽인들에게 경
제적으로 별 의미 없는 이국적 취미 정도로 간주되었다. 붉고 탁한 팜유에서
발산되는 독특한 향취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중세 말기 수공업
체제에서는 특별한 산업적 용도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19세기 이전에
는 팜유를 일컫는 이름조차 없었을 정도였다고 한다90).
시간이 흘러 산업혁명기 유럽인들은

팜유에서 산업적 가능성을 ‘발

영무역공사(Permodalan Nasional Berhad.)를 들 수 있다.
88) 쭈꽁은 수하르또(Soeharto) 신질서 정권과 후원-수혜 관계에서 정부정책이 형성한 지대를 취하
던 인도네시아 화인자본계층을 통칭하는 말이다.
89) Douglas Sheil, Anne Casson, Erik Meijaard, Meine van Noordwijk, Joanee Gaskell, Jacqui
Sunderland-Groves, Karah Wertz, and Markku Kanninen, 2009, op.cit., p.4
90)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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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했다91). 팜유는 비누와 향초의 제조, 통조림용 주석도금(tin-plating) 플
럭스(flux), 기계용 윤활유(lubricants), 난방유, 가스등 연료 등 거의 모든
산업용 동물성 유지(industrial animal oils and fats)를 대체할 수 있었
다92). 때마침 노예무역의 이윤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었던 바, 서아프리카
해안을 왕복하던 무역선들은 점차 팜유무역으로 전환했다. 팜유의 상업성이
증명되자 19세기 후반 일부 유럽계 자본은 서아프리카에서 오일 팜의 상업
적 재배를 시작했다. 바로 이 시기에 서아프리카에서 생산한 비가공 팜 원유
(unprocessed crude palm oil)를 수입하여 유럽에서 가공 후 사용하는 패
턴이 처음 나타난다93).
1910년에는 적절히 정제한 팜유가 다른 식용유지의 대체용도로

미국

1909-1913*

1924-1928*

1929

1930

28

64

119

130

59

57

48

13

9

9

영국
60
네덜란드
독일

12

15

20

29

이탈리아

8

18

16

22

프랑스

15

17

8

11

세계 시장

124

202

246

277

[표12 주요 수입국 수입량 1909 ~ 1930]
출처: Susan Martin 2006, op.cit.,p.212

*기간 중 연평균 값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미국의 한 식품가공업체가 면실유
(cottonseed oil)의 대체재로 정제팜유(refined palm oil)을 사용해 마가린
91) Janice Hendersona and Daphne J Osborne, 2000, "The Oil Palm in All Our Lives: How
This Came About," Endeavour 24(1) 헨델소나와 오스본은 팜유의 산업적 가치를 발견한 사건
이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다는 흥미로운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92) Susan Martin 2006 p.209
93)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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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조했던 것이다94). 이후 팜유는 주로 미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었다.

영국령
말라야

네덜란드
동인도

벨기에
콩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이르)

1919
1913

0

0

1924
1928

1

1936
1940

나이지리아

세계 시장

2

82

124

15

19

124

202

49

200

67

138

494

1950
1954

49

122

137

183

530

1955
1959

61

121

160

180

555

1960
1964

108

114

138

148

599

1965
1969

220

153

124

68

707

1970
1974

614

234

86

6

1367

[표13 주요 생산국 수출량 1909 ~ 1974]
Source: Susan Martin 2006, op.cit. p.210
위의 표는 팜유의 수출입량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
로 팜유사슬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20년대 까지 주된 생산자는 서아프리카 벨기에 콩고(Belgian
Congo), 나이지리아(Nigeria)였다. 소유형태별로 보았을 때 벨기에 콩고는
대형 플랜테이션 기업 중심, 나이지리아는 소규모 자작농 중심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팜 원유는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으로 수입되어 산업용 또
94) Susan Martin 2006,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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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품가공용 원자재로 사용되었다.
1920년대에 나타난 변화는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수입량 증가
가 세계수요 증가를 이끌었다. 주로 산업용 수요가 많았던 유럽에서는 전간
기 경기하강 따라 팜유 수요가 소폭 감소했다. 반면 소득탄력성이 큰 식품가
공용 수요가 많았던 미국에서는 경기상승에 따라 팜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둘째,

영국령

말라야(British

Malaya)와

네덜란드

동인도

(Netherlands East Indies)에서도 팜유 수출이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 고
무재배업에 진출해있던 초국적 플랜테이션 자본은 1910년대부터 시작된 고
무가격하락에 대응하여 오일 팜 나무를 대체식재(replanting)하기 시작했
다95). 영국령 말라야에 진출해있던 중개기업(agency house)과 플랜테이션
업체들은 네덜란드 동인도의 작물다변화(crop diversification)와 말라야 농
업부(Malayan Agricultural department)의 오일 팜 시험재배를 지켜본 뒤
한발 늦게 오일 팜 대체식재를 시작했다96). 네덜란드 동인도의 플랜테이션
업체들의 경우 수마뜨라산 팜유를 선호하는 미국계 식품가공업체와97), 영국
령 말라야 플랜테이션 업체들의 경우 유럽계 가공업자들과 장기적인 거래관
계를 형성했다98). 이 때 전형적인 구매자는 정제부터 중간재 및 최종소비재
제조까지 수직계열구조를 구축한 기업들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자 팜유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수요는 기
업형 플랜테이션 중심의 생산기반을 가진 영국령 말라야, 네덜란드 동인도,
벨기에 콩고의 증산으로 충족될 수 있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
국령 말라야와 네덜란드 동인도에 벌크운송법(bulk shipment)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협동판매제(cooperative selling arrangement)가 형성되었다는
95) 당시 영국령 말라야와 네덜란드 동인도에 진출한 플랜테이션 자본("planters")의 오일 팜 대체식
재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로 Susan Martin, 2003, Up Saga, NIAS Press, pp. 48-52
96) 말라야 행정부가 1922년부터 슬랑오(Selagor) 주 스르당(Serdang)에서 시행한 오일 팜 시험재
배에 관한 상세한 기술로는 Susan Martin, 2003, op.cit., p.52
97) 수마뜨라산 팜유는 서아프리카 산 팜유에 비해 향취가 약하고 붉은 색이 묽었다고 한다. 미국 마
가린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특징 때문에 수마뜨라산 팜유만을 구매해 사용했다. 이 수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속핀(Socfin)이다. Susan Martin, 2003, op.cit., p.52
98) Susan Martin, 2003, op.cit.,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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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99). 아시아 지역에서는 프랑스-벨기에 계 합작기업인 속핀(SocFin)이
미국수출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1920년대 초반 수마뜨라 블라완(Belawan)에
벌크운송설비를 설치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30년에는 영국계 거쓰리 그
룹(Guthrie Group)과 덴마크계 버르남 오일 팜(Bernam Oil Palm) 주도로
유럽수출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유사 설비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블라완
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벌크운송사는 1936년 규모의 경
제를 목적으로 합병하였고, 새로 출범한 인터내셔널팜오일풀(International
Palm Oil Pool)은 1940년까지 운영되었다.
1941년까지 계속된 아시아 지역의 오일 팜 재배와 팜유무역은 일
본의 침공으로 중단되었다100). 미국의 참전으로 대륙 간 운송편의 중단되며
수출통로가 끊겼고, 일본은 전쟁물자동원과 거점구축에만 관심을 둔 탓에 오
일 팜 농장을 방치했다. 기간 중 영국은 나이지리아에 전매기구를 설치하여
시장가격 이하의 저가에 팜유를 공급받았다101). 전술했듯이, 나이지리아의
기본적 생산단위는 소규모 자작농이었던 바, 저가전매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조직되기 어려웠을 뿐더러 조직된다 하더라도 쉽게 분쇄되었다.
종전 직후 1950년대에 전전의 규모로 팜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는 벨기에 콩고와 나이지리아뿐이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팜유수
출은 채 15년이 지나기도 전에 중단된다. 공통원인은 정치적 불안정이다. 벨
기에 콩고는 내전 이후 탄생한 자이르 정부가 민족주의 경제를 건설하면서
수출을 중단했다. 나이지리아는 영국 식품부(Ministry of Food)의 저가전매
에 대한 소농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종족간 내전발발로 수출이 중단되
었다.
반면 독립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수습한 말레이연방과 인도네시아
는 증산을 거듭하며 주요 공급자가 되었다. 이후 50여 년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팜유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점유하
기에 이르렀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기능적 고도화를 통해 팜유사슬의 전반에
99) Susan Martin, 2003, op.cit., pp.70-71
100) Susan Martin, 2003, op.cit., pp.77-112
101) Susan Martin, 2006, op.cit.,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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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는데도 성공했다.

제 2절

팜유사슬의 구조적 특성

[그림2 팜유사슬]
출처: Rasiah, Rajah, 2006, "Explaining Malaysia's Export Expansion in
Palm Oil and Related Products" in World Bank(ed.), op.cit., p.167

다른 모든 농업사슬처럼, 팜유사슬도 크게 보아 생산단계, 교역단계,
가공 및 제조단계 등 3개로 구획되어 있다. 생산단계는 다시 재배단계와 재
배한 농산물을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초기가공(initial
processing) 단계로 나뉜다. 가공 및 제조단계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리적
·

화학적으로

성질이

다른

성분을

분리하는

정제(refining)

및

증류

(fractionation), 그리고 정제팜유를 투입물로 가공식품이나 산업중간재를 만
드는 제조(manufacturing)로 나눌 수 있다.

43

1. 생산단계1: 재배

탈벗에 따르면 농업사슬 상류(upstream), 즉 재배단계는 작물마다
독특한 특정 생태적 조건에 깊이 침윤되어 있다. 오일 팜 나무는 위도 0도
~ 10도 내외의 열대기후라는 생태적 조건에서 최적으로 생육하는 다년생 작
물이다. 다년생 작물의 특성상 식재한 뒤 첫 열매를 맺기까지 3 ~ 5년 정도
성숙기를 필요로 한다. 이후 3 ~ 5년차부터 800개 ~ 1000개의 열매가 달려
있는 약 20kg 무게의 생열매다발(fresh fruit bunches: FFB)을 약 25년에
걸쳐 생산한다.
식물학적으로는 오일 팜은 소규모 농지에서의 혼합경작재배와 대규
모 플랜테이션에서 단일경작재배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초기가
공의 특성 때문에 대규모 단일경작재배가 상업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경작식이다. 단, 대규모 단일경작재배의 경우, 초기 3 ~ 5년간 성숙
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길다. 따라서 오일 팜 플
랜테이션 조성은 대규모 자본 또는 신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통상 대형 플
랜테이션 자본이나 국가에 의해 운영된다.

2. 생산단계2: 초기가공

일단 수확된 생열매다발(FFB)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원유를
추출해야 한다. 수확 직후부터 열매지질이 산패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품질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24시간 내에 원유추출을 완료해야 한다. 일
단 추출하고 나면 팜 원유는 비로소 장시간 저장과 장거리 운송이 가능한
상품(commodity)이 된다.
초기가공은 기계식 설비를 갖춘 팜유 밀(palm oil mill)에서 이루어
진다102). 팜유 밀은 화석연료 또는 전기로 작동되는 기계설비로 원유를 추출
102) 팜유 밀 외에도 두 가지 형식의 대안적 설비가 있다. 첫째, 수동식 방아(mill) 이다. 인력으로
열매를 빻아 원유를 추출한다. 1900년대 이전에 서아프리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둘째, 핸드 프
레스 밀(hand press mill)이다. 인력으로 손잡이를 돌려 압착기를 작동시킨다. 유럽이 팜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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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추출작업은 분리, 세척, 분쇄, 압착의 공정으로 구성된다. 생열매다발
에서 털어낸 각각의 열매는 메소캅(mesocarp)이라 불리는 과육과 팜핵
(palm kernal)이라 불리는 씨로 분리된다. 이들을 압착하면 메소캅에서는
팜 원유(crude palm oil: CPO)가, 팜핵에서는 팜핵 원유(crude palm
kernal oil: CPKO)가 각각 추출된다. 추출작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
물103)은 각각 분리되어 바이오매스, 유기비료원료, 동물사료(animal feed)
등으로 사용된다.
팜유 밀은 공장제 기계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특성을
띠고, 설비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이
다104). 따라서 팜유 밀은 보통 플랜테이션이 설비하게 된다. 소농은 이러한
설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설비를 갖춘 인근 플랜테이션에 수확한 생열매
다발을 판매하게 된다. 수확 즉시 가능한 빨리 착유해야 한다는 식물학적 속
성 때문에 소농 입장에서는 팜유 밀을 선택할 수도 없다. 즉, 소농과 플랜테
이션의 관계는 전속적인(captive) 관계로 조직화된다105). 이 때문에 플랜테
이션은 재배단계에서 다른 생산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는 매우 독특한 특성인데, 통상 소규모 혼합재배와
대규모 단일재배가 모두 가능한 작물의 경우 소농과 플랜테이션이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106)

업적 생산을 시작한 1900년대 들어 서아프리카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 pp.89-91
103) 열매다발껍질(empty fruit bunches: EFB), 팜핵껍질(palm kernel shell: PKS), 메소캅섬유
(mesocarp fiber), 팜핵케익(palm kernal cake:PKC) 등이 있다.
104) 최근의 일반적인 팜유 밀은 1기당 약 5천 헥타르(ha)에서 수확한 생열매다발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 p.93
105) Susan Martin, 2006, op.cit., p.215
106) 가령 천연고무의 경우, 고된 강제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무나무 플랜테이션은 자발적 노동
에 기반을 둔 소농의 생산성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때문에 천연고무가 주된 플랜테이션 작물이었
던 시기, 영국은 말레이 원주민들을 환금작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전통사회로 격리해버렸고, 네덜
란드는 동인도에서 강제경작체계를 도입해야 했다.

45

[그림3 팜유 밀 공정도]
출처: Jaya Gopal, 2001, op.cit., p.135

3. 교역단계

재배단계에서의 플랜테이션의 조정능력은 벌크운송법(bulk shipment)과 협동판매제(cooperative selling arrangement)107)에 힘입어 교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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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 확장된다.
팜 원유는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으로 갈수록 점차 고체화된다. 이
때문에 1920년대 이전에는 팜유를 드럼 단위로 포장하여 증기선으로 운송하
였고, 이 작업은 개별 사업자 단위로 수행되었다.
그런데 벌크운송법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벌크운송법은 윌
리엄 레버(William Lever)가 유니레버(Unilever)의 벨기에 콩고 오일 팜 플
랜테이션에서 고안한 운송법으로, 열차 또는 증기선에 탑재한 단일 대형탱커
에 팜유를 담아 증기코일로 가열하면서 액체상태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육상 및 해상 운송비와 항만 상하역 비용을 크게 절감해준다. 다만
전용 설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통은 소수의 대형 플랜테이션 자본이 합작하여 항구에 벌크운송설
비를 건설하거나 임대하고, 이에 중소형 플랜테이션이 수수료를 조건으로 벌
크운송에 편승한다.
그런데 벌크운송법은 복수 업체의 팜유가 단일탱커에서 혼합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항만 상하역과 대양 운송 뿐 아니라 판매와 정산까지
공동으로 하는 협동판매제가 형성된다. 선진국 시장에 위치한 협동판매사무
소는 업체들을 대리하여 판매 활동을 벌이고, 판매대금은 각 업체의 공급량
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제도의 효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구매자들, 특히 유럽에서 정제
업을 겸하거나 구매자와 관계적 관계를 형성한 플랜테이션 업체들의 교섭력
을 강화시킨다. 통상 대형 플랜테이션이 소유하거나 이들이 가장 많이 출자
한 회사가 벌크운송설비를 소유하거나 장기임대하고 이를 중소형 업체와 공
유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자들이 확립된 무역망을 이탈하기 어
렵게 만들었다. 예컨대, 1960년대 말레이시아 생산자들 간에는 영국계 거쓰
리(Guthrie)가 강력한 입김을 행사하는 합동판매제(Joint Selling Poll)로 인
해 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독자판매가 어렵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었
다108).
107) 벌크운송법과 협동판매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으로 Susan Martin, 2003, op.cit. pp.68-71
108) Susan Martin, 2003, op.cit., pp.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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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 및 제조단계

원유는

다음

단계의

가공설비로

옮겨져

2차

가공(secondary

processing)을 거친다. 공정은 크게 정제(refinement) 와 증류(fractionation)로 나뉜다.
정제공정은 원유의 붉은 색상(탈색)과 독특한 향취(탈취)를 제거하는
한편, 화학적으로 성질이 다른 성분을 분리한다. 증류 공정은 정제된 팜유를
물리적 성질이 다른 성분으로 분리한다. 정제 및 분리공정을 거친 팜유는 화
학적 · 물리적으로 상이한 성분으로 분리된다. 대표적인 2차 가공의 산출물
로는

올레인(olein),

스티어린(stearin),

지방산(fatty

acid),

글리세롤

(glycerol) 등이 있다. 이들은 각종 산업중간재 또는 가공식품 제조공정의 투
입물이 된다.
2차 가공, 정제단계의 기능을 유럽과 미국에 위치한 초국적 기업이
수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제설비는 기술집약도가 높지는 않지만
자본집약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대규모 설비투자와 규모의 경제를 필요
로 한다. 둘째, 다수의 정제업체는 유지를 원자재로 구입하는 유럽의 식품가
공업체 또는 제조업체(manufacturer)의 수직계열구조에 포괄되어 있다. 대
표적인 예로 1970년대까지도 유럽 내 전체 정제능력의 1/3을 담당했던 식
품 및 소비재 제조업체 유니레버(Unilever), 8%를 차지했던 식품제조업체
임페리얼그룹(Imperial Group) 등을 들 수 있다109). 셋째, 독립정제업체
(stand-alone refinery)들은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제원(specification)의
가공팜유를 사용하는 최종사용자(end-user)들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유럽을 선호했다. 정제 후 산출되는 다양한 제원의 가공팜유를 한 곳에서 판
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계 꼼빼니 피넝시에르 라지유
(Compagnie Financiere Lesieur)를 들 수 있다.

109) Jaya Gopal, 2001, op.cit., pp.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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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팜유 정제 공정도]

출처: Jaya Gopal, 2001, ibid.,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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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팜유 증류 공정도]
출처: Jaya Gopal, 2001, ibid.,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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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비교사례연구

제 1절 말레이시아: 기능적 고도화

1. 1970년대 이전: 증산

가. 증산
1970년대 이전의 말레이시아 팜유산업은 1900년대 초반에 확립된
고전적 식민무역의 구조 아래에서 점진적인 증산을 달성했다. 고전적 식민무
역구조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중계항인 싱가포르에서 선적해
유럽 및 미국 가공업자에게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팜유 수출량

싱가포르 중계물량

1936-1940

49

30

1950-1954

49

30

1954-1959

61

27

1960-1964

108

34

1964-1969

220

74

1970

375

133

1975

1160

156

[표14 1970년 이전 말레이시아 팜유수출의 식민무역구조(1000t)]
출처: Susan Martin, 2006, op.cit, p.219

1970년대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팜유산업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팜유사슬의 구조적 특성이 완전히 발현될 수 있었다.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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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요소, 말레이시아와 토지 및 노동요소를 대규모로 결합한 초국적 플랜테
이션 자본(transnational planter)은 식민시기 부터 다져온 팜유사슬 재배
및 교역단계에서의 지배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다. 영국계 중개기업
(agency house)110) 거쓰리(Guthrie), 사임 다비(Sime Darby), 해리슨 앤
크로스필드(Harrison and Crosfield), 그리고 덴마크계 플랜테이션 기업인
유나이티드플랜테이션(United Plantation)과 계열사인 버르남 오일(Bernam
Oil), 프랑스-벨기에계 플랜테이션 기업인 속핀(SocFin) 등이 대표적인 초국
적 플랜테이션 기업들이다.
식민시기 협동판매제의 재판인 합동판매제(Joint Selling Pool) 덕분
에 이들의 지배력은 생산단계를 넘어 교역단계에까지 미쳤다111). 전술했듯이
합동판매제는 유럽에 위치한 판매사무소에서 팜 원유 가격과 판매량을 결정
하는 메커니즘이었고, 합동판매제와 조응하는 벌크운송법은 생산자들이 기존
의 무역망에서 이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교역 이후 단계는 정제부터 제조까지 수직계열구조를 가지고 있는
초국적 제조업체(transnational manufacturer)가 주도하고 있었다. 대표적
기업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 팜 원유 유럽수입물량의 1/3을 구매했던 유니
레버(Unilever)를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산 팜 원유를 구매했던 초국적 제
조업체들은

대부분

영국계였는데,

이들은

영국계

중개기업과

관계적

(relational)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110) 중개기업에 대한 소개로 Peter Joseph Drake, 1982, “British Agency House in Malay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2(2)
111)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한 1941년 ~ 1945년 기간 중 영국 식품부는 팜유전매기구를 설립해
나이지이라산 팜유에 대한 수요독점적 구매(monopsony)를 확립했고, 전후 동남아시아의 팜유 생
산과 수출이 재개되면서 동남아시아까지 식품부의 팜유전매가 확대되었다. 1952년, 영국 식품부
는 팜유전매를 종료했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 플랜테이션 업체들이 임대한 싱가포르 항의 벌크운
송설비 임대가 종료되었다. 이로서 협동판매제는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거쓰리, 유나이티
드 플랜테이션, 버르남 오일, 속핀 등 해협식민지 4대 오일 팜 플랜테이션 업체는 공동판매를 지
속하는데 합의하고 1954년 합동판매제(Joint Selling Pool)을 도입했다. 이후 벌크운송설비를 보
유하지 못한 중소 플랜테이션이 합류하면서 참여업체는 32개로 늘었다. 합동판매제는 1954년부
터 1972년까지 약 18년간 지속되었다. Susan Martin, 2006, op.cit., pp.217-218; James
Pletcher, 1991, op.cit., p.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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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식민무역구조가 1970년대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57년 출
범한 말레이연방(Federation of Malaya,

Persekutuan Tanah Melayu)이

식민정부의 자유방임(Laissez-faire)적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
문이다. 세수확보 목적의 수출세를 부과한 것112), 소매업, 플랜테이션, 광업
에 유리한 발전계획초안(Draft Development Plan)을 발표한 것113) 외에 새
로운 정책은 없었다. 그나마 발전계획초안은 이미 국내 소매부문에 광범위하
게 진출해있던 중국계 소자본과 플랜테이션과 광산업 등 채취산업부문에 진
출해 있던 외국계 대자본 등 식민경제에서 원시적 축적을 거친 자본을 우대
하는 내용이었다114). 1950년대 당시 대다수 신생독립국이 가혹할 정도로 급
격한 경제구조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라야연방 정부의 이러
한 정책기조는 독특한 것이었다. 심지어 식민본국 영국계 자본이 대다수였던
플랜테이션 업계에 대한 변화에의 요구도 없었다. 응당 정당화 되었을 가장
고상한 형태의 탈식민적 요구인 ‘외국계 기업 인적자원의 현지화’ 요구조차
도 없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외국계] 기업의 손에 달려있…115)”는 상
황이 계속되었다.

다. 정치연합
이러한 정책기조는 당시 말라야연방의 정치연합에서 자연스럽게 도
출된 것이다. 이 정치연합은 영국식민정부와 종족균열에 기반을 둔 정당 간
112) Harold Crouch, 1985, Economic Change, Social Structure and the Political System in
Southeast Asia: Philippine Development Compared with the Other ASEAN Countries,
Singapore: ISEAS; 신윤환 ․ 전제성 역, 2009년,『동남아 권위주의의 역사적 기원』, 이매진,
p.131
113) 정영주, 2010년, “확고한 도덕적 의무? 포스트 식민시대 동남아시아에서의 영국기업”, 『대구
사학』101권, p.25
114) 쌀 제분소(rice mill)의 통제권을 농업협동조합에 넘겨주자는 당시 농업부 장관인 아지즈 이샥
(Aziz Ishak)의 제안을 집권 동맹(Alliance) 정권이 거부한 사건은 당시 신생 말라야연방의 중국
계에 대한 배려가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쌀 제분소는 전형적으로 말라야에 거주했던 중국
계 소자본의 가업이었기 때문에 동맹은 이를 협동조합에 불하할 수 없었다. Khoo Boo Teik,
2006, "Malaysia: Balancing Development and Power," in Garry Rodan, Kevin Hewison, and
Richard Robinson, op.cit., p. 174
115) 정영주, 2010년, 위의 글,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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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체인 동맹당(Alliance)간 독립협상과정에서 형성되었다116). 당시 영국식
민정부는 공산주의 게릴라, 좌익 민족주의자, 노동계급 급진주의세력, 도시
무단점유자(squatters) 등 각종 급진분파를 군사적으로 패퇴시킬 정도로 여
전히 강력하고 무자비했다117). 급진분파가 제거되자 식민정부와 독립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력은 첫째, 식민정부 고급관료로 흡수된 말라야 술탄국 귀
족계층, 둘째, 소규모 농 · 광업, 은행, 내수 소매업 등의 부문에서 자본을
축적한 중국계 소자본가 계층으로 한정되었다118). 전자는 식민시기 농촌지역
에서 전통사회 생계농업으로 격리되었었던 말레이인들을 규합한 통일말레이
연합(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

Pertubuhan

Kebangsaan Melayu Bersatu)을, 후자는 중국계 기업인들로 구성된 말레이
화인회의(Malaysian

Malaysia)를

각각

Chinese
배경으로

Association:
한다.

이

두

MCA,
정당과

Persatuan

Cina

말레이인도인회의

(Malaysian Indian Association: MIC)가 연합한 세력이 바로 동맹당
(Alliance)이다. 이들과 식민정부간 약 10여년에 걸친 협상결과 “머르데까
타협(merdeka compromise)”119)이 달성되는데, 이 타협이 1957년부터
1969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이끈 정치연합의 성격을 규정한다.
타협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120). 첫째, 주로 영국계인 외국자본의 경
제활동을 보장한다. 둘째, 말레이반도에 정주해있던 중국인들에게 심사를 거
쳐 연방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셋째, 국가기구는
통일말레이연합을 이끄는 말레이 정치엘리트들이 운영하며 원주민으로서 말
116) 초기 협상과정의 쟁점을 설명하는 글로 Clive J. Christie(ed.), 1998, Southeast Asia in the
Twenties Century: A Reader, I. B. Tauris; 노영순 역, 2004년,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
사』, 심산, pp.301-321. 후에 말레이화인회의를 창설하고 이끌었던 탄쳉록(Tan Cheng Lock)이
중국인 정주자 시민권 문제와 관련해 영국 식민성 대신에게 1947년 제출한 탄원서, 동남아시아
관할 영국 총주차관(Commissioner-General) 맬컴 맥도널드(Malcolm MacDonald)의 주관으로
1949년부터 진행된 종족엘리트간 협상인 공동체사회교섭위원회(Communities Liaison
Committee) 비망록이 수록되어 있다.
117) Khoo Boo Teik, 2006, op.cit., p. 174
118) Harold Crouch, 1985; 신윤환 ․ 전제성 역, 2009년, 위의 책, pp.64-68; Charles Hirschman,
1986 "The Making of Race in Colonial Malaya: Political Economy and Racial Ideology,"
Sociological Forum, 1(2)
119) Khoo Boo Teik, 2006, op.cit., p.174. 머르데까(merdeka)는 말레이어로 ‘독립’을 일컫는다.
120) Harold Crouch, 1996, Government and Society in Malaysia, Cornell University Press,
pp.13-20; Khoo Boo Teik, 2006, ibid.,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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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인들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1969년까지 말레이시아는
외국계 기업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되었고, 팜유
사슬의 재배 및 1차 가공단계에서 초국적 플랜테이션 자본이 식민시기에 확
립했던 주도권은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1970년대 이후: 기능적 고도화

가. 기능적 고도화121)
1970년대 이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류 재배부문에 주로
재정착기구(resettlement scheme)인 토착 플랜테이션이 의미 있는 규모로
진출했다. 재정착기구는 1960년대 말부터 처녀지를 오일 팜 플랜테이션으로
개간하는 작업을 가속화했다. 그 결과 1969년 전체 오일 팜 식재면적의
18.7% 불과했던 재정착기구의 비중은 1980년 30.5%122), 1996년에는 39%
에 달하게 되었다123).

19651970

1971 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FELDA

n/r

373.7

161.6

105.1

14.9

FELCRA

n/r

50.7

31.1

0

0

RISDA

n/r

31.5

9.8

0

0

주정부 프로그램

n/r

115.6

158

21.2

27.2

합작 / 민영

n/r

120

57.1

6.6

151

총계

418.6

866

417.6

133

193.2

연방
프로
그램

[표15 말레이시아 신규 토지개발 면적 (1000ha)]
출처: Fatimah Mohdand Arshad and Mad Nasir Shamsudin, 1997,
Rural Development Model in Malaysia, paper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Peru, Fujimori, p.13
121) 말레이시아에서 팜유사슬 기능적 고도화와 관련한 개괄적 소개로 Neils Fold, 2000, "Oiling
the Palm: Restructuring of Settlement Schemes in Malaysia and the New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World Development 28(3)
122) James Pletcher, 1991, op.cit., p.625
123) Tengku Mohd Ariff Tengku Ahmand and Ariffin Tawang, 1999, op.cit.,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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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72년 1월, 합동판매제가 공동발기기업 중 하나인 유나이티
드플랜테이션의 요청으로 해체되었다. 이후 팜오일생산자협회(Malaysian
Palm Oil Producers' Association, MPOPA)에 의해 2년 반 동안 합동판매
행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으로의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한 연
방토지개발청, 유나이티드플랜테이션 등 업체들의 반발과 합동판매제의 단일
가격제(price equalization)에 맞선 업체들의 고의적인 출하지연이 이어지자
1974년 6월 합동판매는 완전히 중단되었다124). 이로서 팜유거래는 점차 시
장화된다.
셋째, 팜유산업에 진출해있던 영국계 중개기업과 외국계 플랜테이션
18개 업체의 경영권이 국영투자공사와 국내자본으로 귀속됨으로서 현지화가
완료되었다.
넷째, 정제단계로의 전방통합이 달성되었다. 정부 인센티브에 따라
영국계 중개기업을 제외한 플랜테이션들, 그리고 팜유산업에 배경이 없는 현

플랜트 수

정제용량

1974

9

n/r

1980

42

2.8

1985

38

5.34

1990

37

10.45

1997

44

12.30

[표16 말레이시아 팜유 정제플랜트 (백만ton/연간)]
출처: 1. 1974: Rajah Rashia and Azmi Shahrin, 2006, Development
of Palm Oil and Related Products in Malaysia and Indonesia,
unpublished paper, p.9; 2. 1980: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 p.16; Susan Martin, 2003, op.cit., p.242; 3.
1985-1997:
Tengku Mohd Ariff Tengku Ahmand and Ariffin
Tawang, 1999, op.cit., p.17

지 중국계 자본들이 정제업에 활발하게 투자했다. 정제플랜트는 1980년에
이미 42개소에 달했다125). 1980년대부터 1997년까지 말레이시아 팜유 수출
124) Susan Martin, 2006, op.cit, pp.217-218; James Pletcher, 1991, op.cit., pp.6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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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의 97% 이상이 가공팜유였다는 것이 방증하듯이, 말레이시아의 전방통
합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다섯 째, 아시아로의 수출물량이 증가했다. 기간 중 아시아에서는 인
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국가가 정제
설비 부족으로 가공유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126). 이 수요는 말
레이시아의 가공팜유 수출로 충족되었다.

1982-1985

1992-1995

1999-2000

아시아

1830

4480

6480

유럽

660

750

1230

북·라틴아메리카

140

360

210

기타

270

760

1080

계

2900

6350

9000

[표17 말레이시아의 지역별 가공팜유(PPO) 수출량(1000t)]
출처: Susan Martin, 2003, op.cit, p.247

여섯째, 1980년대 중반 이후 2차 가공 이후의 전방산업, 즉, 가공팜
유를 투입물로 하는 제조업과 올레오케미칼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1999

2000

2001

평균가격

팜 원유(CPO)

260

400

1280

0.9

가공팜유(PPO)

8650

8680

9340

1.2

팜핵원유(CPKO)

80

20

70

1.8

가공팜핵유(PPKO)

470

500

600

2.0

팜핵케익(PKC)

1250

1350

1810

0.2

올레오케미칼

1010

1140

1200

2.5

125) M.S.A. Kheiri, 1985, "Present and Prospective Development in the Palm Oil Processing
Industry,"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sts' Society 62(2)
126) Susan Martin, 2006, op.cit., pp.2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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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1

2

1

2.3

바나스빠띠

49

132

156

1.6

마가린

3

6

6

2.3

쇼트닝

45

91

102

1.4

도우지방(Doughfat)

2

4

2

1.5

코코넛버터 대체재

6

4

13

3.0

적색올레인

1

1

1

3.0

기타 최종제품

7

11

9

1.6

기타 가공 부산물

10

30

40

0.6

[표18 말레이시아 팜유 및 연관제품 수출량 1999 ~ 2000
수출량: 1,000t, 연간, 가격: 국제시장가격, 1000RM /ton
출처: Susan Martin, 2003, op.cit., p.274
나. 정책
1970년대 이후의 변화는 말레이시아의 공격적인 현지화 정책으로
재배, 1차 가공(착유), 교역 단계에서 초국적 플랜테이션 주도권이, 그리고 2
차 가공, 최종 완제품 가공에서 초국적 제조업체의 주도권이 순차적으로 침
식되는 과정이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정책으로 오일 팜 재배면적을
늘렸다. 첫째, 1962년에 시작된 재식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무나
무를 오일 팜 나무로 바꾸어 심는 농장 및 가구에 5년 거치 뒤 분할 상환하
는 조건으로 헥타르당 1860링깃을 지원했다127). 둘째, 1959년에 시작된 재
정착정책이다128). 연방국유지의 처녀지에 거주단지와 결합된 오일 팜 플랜테

127) James Pletcher, 1991, op.cit., p.627
128) 연방토지개발청을 중심으로 재정착체계를 소개한 글로 Fatimah Mohdand Arshad and Mad
Nasir Shamsudin, 1997, op.cit; Arif Simeh and Tengku Mohd Ariff Ahmad, 2001, "the
Case Study in the Malaysian Palm Oil" paper presented at UNCTAD and UNESCAP
Regional Workshop on Commodity Export Diversification and Poverty Reduction in South
and Southeast Asia가 있다.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 조직이론을 바탕으로 배경, 역사, 조직원리,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석한 글로 Keith Sutton, 1989, "Malaysia's FELDA
Land Settlement Model in Time and Space," Geoforum 20(3); 맑스주의 입장에서 연방토지개
발청을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비판하는 글로 Halim Salleh, 1991, "State Capitalism in
Malaysian Agricultur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1(3)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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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조성한 뒤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말레이인들을 정착민으로 선발, 이
주시키고 15년간 재배를 하여 초기비용의 일부를 상환하면 토지소유권을 이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전자를 통해 오일 팜을 재배하는 소규모 자작농이
늘어났고,

후자를 통해

하나의 플랜테이션처럼

조직화된 소규모자작농

(organized smallholders)이 늘어났다. 정착지 대부분은 필요한 것 보다 더
큰 용량의 팜유 밀을 설비해 정착지 외부의 인근 오일 팜 소농들이 착유가
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배면적 확대 뿐 아니라 소농과 재정착기구의
생산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생산성이 산출량과 연계되어 있고, 산출
량이 곧 소농과 재정착기구의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이었다. 각급 수준에서
기능별 연구개발기관129)과 인력양성기관130)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연구개
발을 총괄하는 말레이시아팜오일연구소(Palm Oi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PORIM)을 설치, 참여업체들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 연구소는
일종의 ‘산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업체의 매출에서 톤당 4.5달러를 공
제해 예산의 일부를 조성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플랜테이션에
서 소농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131).
연방토지개발청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처녀지 개간에 자본투
자를 현격하게 늘리고 기술보급소(extension services)를 통한 중앙관리체계
를 확립했다. 최초 재정착기구는 처녀지 개간 단계부터 정착민을 임노동자
형식으로 투입했었다. 이렇게 개간된 정착지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이 제대로
129) 정부출연 농업연구개발기관인 말레이시아농업연구개발센터(Malaysian Agricu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MARDI), 종자개발을 담당하는 오일 팜 유전연구센터(Oil Palm
Genetics Laboratory: OPGL) 등이 있다.
130) 대표적으로 농업 및 연관산업의 기술자와 경영자를 양성하는 2년제 대학인 꼴르쥐 스르당
(Kolej Serdang)이 있다. 후에 꼴르쥐 스르당은 4년제인 말레이시아농업대학(Univesiti Putra
Malaysia)로 확대개편된다.
131) 말레이시아팜오일연구소의 조직, 예산, 성과에 관한 정리로 UNDP's Special Unit for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2001, "Oil Palm R&D," in UNDP's
Special Unit for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ed.), Sharing

Innovative experiences Vol.5: Examples of Successful Initiative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South, UNDP, pp.94-95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바구미(weevil)를 이용한
수분법을 소농에 까지 보급해 산출량을 크게 높였던 1982년의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 James
Pletcher, 1991, op.cit., p.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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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지 않았고 오일 팜 식재도 최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연방토지개발청은 개간, 농업기반시설 설치, 오일 팜 식재, 거주시설 건설
등 모든 것을 완비한 정착지를 건설한 뒤 정착민을 수용하는 방법을 도입했
다. 이 방법은 초기투자비용이 정착가구당 약 5만 링릿까지 늘어난다는 문제
에도 불구하고132) 외국계 플랜테이션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었
기에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133). 일단 선발된 정착민이 정착지에 도
착하면 기술보급소는 작목관리, 비료투입, 생열매다발 재배 등 일련의 재배
활동을 중앙집중식으로 통제하고 지도했다134). 다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
치와 정착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정착민의 이해관계가 우선했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 연방토지개발청은 15년간 상환이 종료된 토지분배방
법을

개인토지소유권(individual

land

title)

이전에서

집단지분(shared

system) 이전으로 변경하려 했었다. 개별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정
착민이 작물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하나의 플랜테이션처럼 운
영되던 정착지의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착민들이
정착민연합회(association)을 구성하며 격렬히 반발하자, 통일말레이연합
(UMNO)이 개입하여 원안대로 개별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중재했다135).
1980년대가 되면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연방토지개발청이 단일 사
업자로서는 최대 생산자가 되었다136). 이는 곧 재배 및 1차 가공의 단계에서
공고했던 초국적 플랜테이션의 영향력을 침식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팜
유사슬의 구조적 특성상 플랜테이션을 장악한 행위자가 재배, 초기가공, 교
132) James Pletcher, 1991, op.cit., p.628
133) Lim Teck Ghee and Richard Dorall, 1992, "Contract Farming in Malay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FELDA Land Schemes," in David Glover and Lim Teck Ghee(eds.), 1992,
Contract Farming in Southeast Asia: Three Country Studies, Institut Pengajian Tinggi
Universiti Malaya
134) Rajah Rasiah, 2006, "Explaining Malaysia's Export Expansion in Palm Oil and Related
Products" in World Bank(ed.), 2006, op.cit., pp.185-189
135) 상환 종료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문제와 관련해 연방토지개발청과 정착민협의회간 2년에 걸친
충돌과 협상을 참여관찰로 기록한 글로 Lim Teck Ghee and Richard Dorall, 1992, op.cit. 가
있다.
136) 비록 정착민 선발과정에 지지정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과 사실 상 통일말레이연합
의 매표행위(vote buying)이라는 비판이 없지는 않았으나, 연방토지개발청의 운영이 대체로 정치
적 고려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앞서 소개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Harold Crouch, 1996, op.cit.,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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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계를 조정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레이시아가 소농을 기본적인
생산단위로 하여 기존에 생산단계를 주도하던 외국계 플랜테이션 영향력을
침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연방토지개발청은 운송에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별도의 벌크운송설
비를 설치해 합동판매제를 우회한 독자판매를 시작한 것이다137). 이후 연방
토지개발청은 생산량의 일부를 아시아 지역으로 독자판매했던 유나이티드플
랜테이션과 함께 합동판매제를 해체하고 교역중심을 쿠알라룸프르(Kuala
Lumpur)로 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38).
초국적 플랜테이션 자본의 주도권 침식에 쐐기를 박은 것은 1960년
대 후반 도입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의 일환이었던 외
국계 기업의 현지화였다. 국영무역공사(Permodalan Nasional Berhad,
PNB) 주도의 현지화 결과, 1980년대 초반 팜유 산업에 진출해있던 18개 외
국계 기업의 경영권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과 현지자본으로 귀속되었다139).
대부분의 경우 현지화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상을 끝낸 외국계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일반주를 발행하고, 이를 시장
가격에 국영무역공사 또는 현지자본이 사들이는 “부드러운(smoothly)140)”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거쓰리 같은 초대형
영국계 중개화사의 경우 정제사업촉진, 현지화 등 말레이시아 정부정책에 일
체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밀리에 주식 판매자를 모집
한 뒤 거래소 개장 직후 기습적으로 주식을 매집하는 소위 ‘여명기습(the
Dawn Laid)’을 통해 중개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했다141). 이로서 재배와 교역
단계의 주도권은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생산단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말레이시아는 2차 가공단계인 정제산
업으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동기를 제공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유나이티드
137) Susan Martin, 2006, op.cit., pp.217-218
138) Susan Martin, 2006, ibid, p.218
139) James Pletcher, 1991, op.cit., p.630
140) Peter Joseph Drake, 2004, op.cit., p.74
141) ‘여명기습’에 관한 최근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글로 Shakila Yacob and Nicholas J. White,
2010, "The ‘Unfinished Business’ of Malaysia's Decolonisation: The Origins of the Guthrie
‘Dawn Raid’," Modern Asian Studies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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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테이션의 유니타타(Unitata) 벤처의 성공이다. 유니타타는 유나이티드플
랜테이션과 인도자본의 합작기업으로 정제플랜트와 독자적인 벌크운송설비를
갖추고 소량의 가공팜유를 아시아 국가에 시험적으로 수출했다. 유니타타 벤
처의 성공은 다음의 세 가지를 증명했다142). 첫째, 당시 유럽이 이미 포화상
태의 시장이었다면, 아시아는 1920년대 미국처럼 급격히 확대되는 신흥시장
이었다. 둘째, 다만 아시아 지역의 수요구조는 유럽 또는 미국과 달리 가공
팜유 중심이었다. 일본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아시아 국가에는 국내 수요를
소화할 만한 정제설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정제산업으로의 전
방통합은 아시아의 거대시장을 수출시장으로 확보하고, 후방 재배단계의 공
급을 자극하며, 나아가 전방 제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했
다.
말레이시아는 정제설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도
입했다. 1968년 입안된 투자진흥법(Investment Incentive Act 1986)은 ‘개
척지위(pioneer status)’를 부여받은 수출기업이 투자목적으로 자본지출을
하면 이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했다143). 대부분의 영국계
중개기업과 플랜테이션 업체는 이 혜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제팜유를
유럽까지 품질저하 없이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유럽 구매자들과 갈
등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던 바144), 말레이시아에서의 정제사업에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조세혜택에 반응해 초기부터 정제업에 뛰어든 것은 대
부분 중국계 현지자본이었고, 일부 일본계와 인도계 외국자본도 있었다145).
현지화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관에서 구성한 이사회가 운영하는
대형 플랜테이션 업체들도 정제설비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가장 핵심적인 인센티브는 가공수준이 높은 가공팜유일수록 수출세
를 공제하는 차등수출세(differential export tax) 였다. 말레이시아는 식민
시기부터 재정수입증대 수단으로 원자재 수출에 5 ~ 7.5%의 수출세를 부과
142) 유니타타 벤처에 관한 상세한 기록으로 Susan Martin, 2003, op.cit., pp.236-244
143) 이에 따라 1969년부터 1978년까지 모든 팜유 정제업체가 25 ~ 50%의 세금을 감면받았고, 심
지어 100% 감면받은 업체도 1개 있었다. Rajah Rasiah and Azmi Shahrin, 2006, op.cit.
144) Susan Martin, 2006, op.cit., p.218; Peter Joseph Drake, 2004, op.cit., pp.72-78
145) Neils Fold, 2002, op.cit., p.269; Susan Martin, 2006, ibid,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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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46). 1972년 정부는 정제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팜유의 가공수준이 높을
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차등세를 최초로 도입했다147). 이후 공제율에 팜유국
제가격을 연동하고 가공팜유구분을 정교화하는 등 네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81년에는 차등수출세 체계가 완성되었다148). 가장 가공단계가 높은 것으
로 판정된 가공팜유나 완제품은 수출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었다. 반면
비가공 팜 원유에는 100%의 수출세가 부과되었다. 고빨(Jaya Gopal)에 의하
면, 이 수출세의 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149). 첫째, 팜 원유 생산자가 비
가공 원유를 수출할 경우, 이윤은 수출세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이
전된다. 둘째, 팜 원유 생산자가 비가공 원유를 국내 정제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이윤은 최종적으로 팜 원유 생산자에게 이전된다. 결국 차등수출세는
재배부문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내가공(domestic processing)으
로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러한 정책과 아시아 가공팜유
수요증가에 힘입어 말레이시아는 이전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
모로 팜유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고, 팜유사슬의 2차 가공단계까지 안착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가공팜유를 투입물로 하는 수출 제조업이 발달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50년대부터 내수를 겨냥하고 동 부문에 진출해있
던 유니레버 제조부문 말레이시아 지사, 싱가포르계 람순(LamSoon)과 달리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150).
이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입맛(palate)에 맞춘 가공유지를 개발해 생
산했다. 맞춤형 유지개발에는 말레이시아팜오일연구소(PORIM)가 주된 역할
을 했다. 예컨대, 중국식물성유지회사(China Vegetable il Corporation)과
협력하여 중국시장에 적합한 팜유의 화학조성 포뮬라를 개발한 것, 터키의
마마라산업과학연구소(Marmara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TUBITAK)와 협력하여 터키인들의 입맛에 맞는 올레인 블렌드를
146)
147)
148)
149)
150)

Jaya Gopal, 2001, op.cit., p.273
Jaya Gopal, 2001, ibid., p.273
세부적인 수정사항에 관해서는 Jaya Gopal, 2001, ibid., pp.275-281
세부적인 수리경제적 모델링과 분석결과는 Jaya Gopal, 2001, ibid., pp.282-298
Susan Martin, 2006, op.cit.,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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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것을 들 수 있다151). 연구소(PORIM)의 연구성과는 가공업자들의 산
별조직인

말레이시아팜유가공업협회(Malaysia

Oil

Palm

Processors'

Association: MOPPA)에 이전되었고, 각 기업들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중간재 또는 최종소비재를 개발해 수출했다. 이로서 말레이시아는 유럽
계 초국적 제조업체들이 수행하던 중간재 및 최종소비재 제조기능에까지 진
출하며 팜유사슬 전반에 걸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다. 정치연합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의 공격적인 현지화 정책은 1969년 총선
결과에 뒤이은 인종폭동 후 변화한 정치연합의 속성을 반영한다.
1968년 5월 13일 인종폭동은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좌절과 중국인들
의 정치적 좌절이 조정되지 않은 채 표출된 것이었다. 기존 정치연합의 자유
방임정책은 농촌 말레이인들에게 부를 가져다주지 못했고, 중국인들에게 경
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권력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152). 인종폭동 직전 1969
년 총선에서 동맹당의 의석이 급감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기존 정치연
합의 틀에서는 전술한 각 종족집단의 요구가 수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유권
자들 일부가 이탈하여 각 종족집단의 야당을 선택한 것이다. 통일말레이연합
(UMNO)은 말레이시아이슬람당(Parti Islam Malaysia: PAS)에게, 말레이화
인회의(MAC)는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Party: DAP)과 말레이시아
국민운동(Gerakan Rakyat Malaysia: Gerakan)에게 각각 지지기반을 빼앗
겼다. 특히 중국계 종족집단의 지지분산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1969년 총선
에서 기존 27석을 점유했던 동맹당의 말레이화인회의(MAC)가 13석을 획득
했을 때, 의석이 거의 없었던 여당 민주행동당(DAP)과 말레이시아국민운동
(Gerakan)은 각각 13석, 8석을 획득했다153).
정치연합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154). 말레이계 정치엘리
151) UNDP's Special Unit for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2001,
op.cit., pp.94-95
152) Khoo Boo Teik, 2006, op.cit., p. 174; 노영순, 2003년, “말레이시아의 ‘신경제정책’과 화인
자본,” 『중국근현대사연구』 19, p.97
153) 노영순, 2003년, 위의 글,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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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중국계 소자본계층, 식민본국 자본 삼자간 좁은 정치연합은 더 이상 지
속될 수 없었다. 일종의 과도내각인 국가운영위원회를 이끌었던 압둘 라작
(Abdul Razak) 당시 부수상은 농촌 말레이계 유권자의 경제적 요구를 수용
한 대신 중국계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를 거부했다155).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선거를 통한 집권연합(ruling coalition) 구성에 농촌 말레이계의 중요
성은 절대적이다. 당시 이들은 단일집단으로서는 가장 큰 유권자 집단156)이
었을 뿐만 아니라,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와 농촌지역에 유리하도록 획정된
선거구로 인해 과대 대표되고 있었다157). 만일 통일말레이연합(UMNO)이 농
촌 말레이인들을 독점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면 패권정당이 될 수 있었고, 패
권정당이 된다면 분열된 나머지 종족기반 정당들을 집권연합으로 쉽게 포섭
할 수 있었다. 둘째, 정치연합 내에서 중국계의 목소리가 축소되었다. 1969
년 총선에서 중국계 종족집단의 지지는 분산되어 응집된 압력을 형성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1969년 슬랑오(Selangor) 주 의회 선거 직후 통일말레
이연합(UMNO)을 배제한 채 중국계 정당끼리 연립 주정부를 구성하려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이것이 헌법에 규정된 ‘말레이계의 특별한 지위(정
치영역에서 말레이계의 우위를 뜻한다)’를 침범함으로서 인종폭동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국가운영위원회 조사결과 역시 부정되기 어려웠다158).
이로서 농촌 말레이계 유권자를 등에 업은 말레이계 정치엘리트의
정치연합 내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진 반면, 중국계 소자본계층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연합은

강력한

농촌편향적

(rural-bias) 성격을 띠게 되었다159).
154) K. S. Jomo, 1986, Question of Class: Capital, the State and Uneven Development in
Malaya, Oxford University Press, p.253
155) James V. Jesudason, 1989, Ethnicity and the Economy: the State, Chinese Business,
and Multinationals in Malay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56) 이른바 ‘부미뿌뜨라’의 인구비중은 1957년 49.78%에서 시작해 계속 상승하여 2000년에는
63.24%에 이르렀다. 노영순, 2003년, 위의 글, pp.105
157)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분석으로 John Funston, 2002, Government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London: Zed Books, pp.181-183. 말레이시아의 연방의회총선은 소선구제
최다득표자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연방의원 1인당 유권자수의 비율은 최대 5.2배에 이른
다. 도시지역은 유권자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적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희박함
에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많다. 따라서 주로 농촌지역에 집중된 말레이계가 과대대표된다.
158) Harold Crouch, 1996, op.cit.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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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합의 조정이 마무리되자 동맹당의 뒤를 이을 집권연합으로 통
일말레이연합(UMNO)을

비롯한

12개

정당이

연합한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이 1971년에 출범한다. 이어서 불가피해진 사회 · 경제적 재
구조화를 위한 ‘신경제정책(NEP)’이 발표된다.
신경제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이라고 선언되었다. 하위목
표는 첫째, 빈곤퇴치, 둘째, 경제기능의 종족분업(ethnic division of labor)
종식 등 두 가지이다. 빈곤퇴치는 ‘모든 종족에 걸쳐’ 진행된다고 선전되었
으나, 가장 심각한 빈곤은 주로 농촌에서 빈발했던 바, 사실 상 농촌 말레이
계를 위한 정책이었다. 구체적인 정책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촌개발, 수
출부문 발달촉진책으로 구현되었다. 경제기능의 종족분업 종식은 고용구조
및 자본소유비율이 종족집단 인구구성비와 가능한 일치하도록 재편하는 것
을 골자로 한다. 종족별로 보았을 때 최대인구집단은 말레이계였던 바, 구체
적인 정책은 말레이계 고용할당, 말레이계 자본소유비율 확대로 구현되었다.
신경제정책 시행을 위해 새로운 정치연합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했
다.

첫째,

경제영역에

대한 정부개입

통해

‘질서

잡힌 성장(ordered

growth)’을 유도하는 것이다. 성장에 있어 우선순위는 농촌 말레이계의 경제
력 향상에 있었다. 관련하여 밀(Robert Milne)은 “만일 이민족간의 불균형과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면 정부는 [다른 신흥공업국처럼] 이상적인
경제계획으로 농업부문보다 상 · 공업 부문의 팽창을 유도하였을 것이다”160)
고 언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여타 다른 신흥공업국의 성장정책과 달리
농업부문의 소득감소를 비용으로 급격한 제조업 확대를 추진하지는 않았다.
둘째, 성장만으로 말레이계의 경제적 지위향상이 어렵다면 불가피하게 기존
의 자본 중 일부를 말레이계로 이전해야 했다. 주된 대상은 중국계가 아닌
외국계였다. 중국계가 정치적으로 위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집권 국민전
선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바, 이들의 자본을 탈취하거나 자본축적 자체를 고
159) Hamidin Abdul Hamid and David Henley, 2011, A Question of Priority: Land Settlement
and Rural Development in Kenya and Malaysia, unpublished paper
160) Robert S. Milne, 1978, "Political Development and New Economic Policy," in Politics
and Government in Malaysia, ISEAS; 양승윤 역, 1992년, “말레이시아의 신경제정책과 정치발
전”, 동남아정치연구회 편역, 『동남아 정치와 사회』,한울,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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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161). 반면 외국계, 특히 영국계 자본은
독립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팜유산업에 대한 정부개입 증가는 당연했
다162). 정부는 생산성이 높고 국제시장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팜유
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재정착기구를 적절히 개혁하여 확대한다
면, 말레이 빈농의 빈곤탈출과 소득증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터였다.
뿐만 아니라 유니타타 벤처사업을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팜유수출을 늘릴
수 있다면 재배부문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배와 교역단계에 미치
는 주로 영국계인 초국적 플랜테이션의 주도권을 침식해야 했으며, 나아가
정제산업으로의 전방통합이 필수적이었다. 즉, 국가가 전방통합에 대한 선호
를 갖게 된 것이다.
전술한 바, 이후 농촌 편향적 정치연합에 의해 운영된 말레이시아정
부는

소농을

조직화해

하나의

플랜테이션처럼

운영하는

조직적

혁신

(organizational innovation)을 이루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재배단계에서
외국계 플랜테이션의 주도권을 침식하게 된다. 이후 뒤따른 영국계 중개기업
과 외국계 플랜테이션의 현지화로 마침내 말레이시아는 재배 및 1차 가공단
계에서 주도권을 확립했다. 나아가 정제산업으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
국계 소자본을 정제업에 진출시켰고 그 자신도 현지화 된 플랜테이션의 자
본으로 정제업에 투자함으로서 전방통합을 통한 고도화를 달성해냈다. 1980
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가공된 팜유를 투입물로 산업중간재, 최종소비재를
제조하는 전방산업을 발달시키는 등 부가가치의 사다리를 지속적으로 올라
서고 있다.

161) Bryan K. Ritchie, 2005, "Coalitional Politics, Economic Reform, and Technological
Upgrading in Malaysia," World Development 33(5), pp.747-748
162) Rajah Rasiah, 2006, op.cit., pp.18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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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인도네시아: 증산에 고착된 외형적 확장

1. 1970년대 이전: 정체

가. 정체
독립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 인도네시아 팜유산업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밟았다. 첫째, 19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전전의 생산량을 회복했
을 정도로 플랜테이션의 복구는 느리게 진행되었다163). 둘째, 주로 네덜란드
계로 구성된 외국계 플랜테이션 자본은 1957년 ~ 1958년의 기간 중 국유화
되었다164). 셋째, 국유화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설 때 까지 팜유산업은 사실
상 성장을 멈췄다.

나. 정책
본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초국적 플랜테이션 자본은 네덜란드 동인
도 식민정부의 뒷받침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식민정부는 수마뜨라(Sumatra)
섬 북단의 토지를 초저가에 공여했고, 자바의 노동력을 수마뜨라의 플랜테이
션으로 공급했다165). 수마뜨라의 플랜테이션들은 교역단계에서 영국령 말라
야의 플랜테이션들과 협동판매제와 벌크운송법을 통해 협력하며 하나의 무
역망으로 통합되었다.
1942년 일본의 침공은 영국령 말라야의 플랜테이션보다 수마뜨라의
플랜테이션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영국령 말라야의 플랜테이션에
서는 잔류한 인도계 임노동자에 의해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이루어졌지만, 강
제이주노동공급이 중단된 수마뜨라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웠다166).
163) Susan Martin, 2006, op.cit., p.214
164) Anne Casson, 1999, The Hesitant Boom: Indonesia's Oil Palm Sub-Sector in an Era of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Change, paper prepared for the Program on the Underlying
Causes of Deforestation, Centre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CIFOR), p.12
165) 이 정책은 ‘이주노동정책(kolonisatie policy)’으로 불린다. Rodolphe de Koninck and Steve
Déry, 1997, "Agricultural Expansion as a Tool of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8(1), p.7
166) Anne Casson, 1999, op.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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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이후에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도래했다. 네덜란드 군은 인도
네시아 군도에 상륙해 4년 간 전쟁을 벌였고, 결국은 패배했다. 그런데 진정
한 혼란은 종전 이후에 시작되었다. 의회민주주의 기간(Parliamentary
Democracy, 1949년 ~ 1957년)은 정치세력간 분열적 반목과 자바(Java)와
외방도서(Outer Islands)167)간 내전으로 점철되었다168). 이러한 대 혼란 속
에서 경제가 제대로 기능할리 없었다. 플랜테이션으로 복귀한 네덜란드 관리
자들은 농장을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진척속도는 매우 느렸다.
한편 1957년에는 네덜란드계 자산이 육군에 의해 국유화된다169). 이
중에는 오일 팜 플랜테이션도 있었다. 군부는 네덜란드인과 현지인 관리자를
쫓아내고 이들 플랜테이션을 한데 묶어 신국가플랜테이션회사(New State
Plantation Company, Perusahaan Perkebunan Negara Baru)를 설립했
다170). 군부의 미숙한 운영이 드러나는 데는 불과 5년이 걸리지 않았다. 한
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부문이었던 오일 팜 플랜테이션의 성장은
정지되었다171).
교도민주주의가 시행된 1965년까지의 기간은 수까르노의 대내적 동
원과 대외적 고립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대내적 동원을 위한 재정지출과 대
외적 고립을 통한 경제궁핍화가 심화되자 통화증발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62년에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도래한다172). 이러한 거시경제적 난국에 군
부의 무능력이 겹치면서 오일 팜 플랜테이션은 정체에 빠진다.

다. 정치연합
1970년대까지 인도네시아 팜유산업 정체되었던 원인은 첫째, ‘역량
167) 인도네시아에서 자바 외의 기후적으로, 지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수 많은 군도를 일컫
는 용어이다. 대표적으로 수마뜨라, 깔리만딴(Kalimantan), 슐라웨시(Sulawesi) 등이 있다.
168) Clive J. Christie(ed.), 1998; 노영순 역, 2004년, 앞의 글, pp.339-340.
169) Benedict Anderson, 1983, "Old State, New Society: Indonesia's New Order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Studies 42(3); 신윤환 역, “오래된 국
가, 새로운 사회: 비교사적 시각에서 조명해 본 인도네시아의 신질서체계”, 동남아정치연구회 편
역, 1992년, 앞의 책, p.135
170) Anne Casson, 1999, op.cit., p.12
171) 양승윤 편, 2010년, 『인도네시아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p.441-442
172) Benedict Anderson, 1983; 신윤환 역, 1992년, 앞의 책, 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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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몰수’로서 군부의 국유화, 둘째,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
립적 경제정책을 촉진한 정치연합의 속성에 있다. 언뜻 이 두 가지는 연관성
이 약해 보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
러난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시점에 인도네시아, 특히 정치적 중심지 자바
와 경제적 중심지 수마뜨라는 무주공산이었다. 강력한 지주계급도, 강력한
자본계급도, 영토적 통합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식민정부도 존재
하지 않았다. 오직 사분오열된 극단주의 세력들과 식민시기 내수상업에서 부
를 축적했으나 정치적 주류가 될 수 없는 ‘소수민족’ 중국계 소자본가들만이
존재하고 있었다173).
따라서 탈식민 과정은 대표자간 협상이 아닌 세력 간 다툼일 수밖에
없었다. 다툼은 종종 전쟁으로까지 격화되었다. 먼저 네덜란드와 신생 인도
네시아 공화국간의 전쟁이 있었고, 이후 공화국의 중심지 자바와 분리 독립
하려는 각 외방도서들 간의 내전이 있었다174). 특히 내전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내전을 진압하기 위해 육군의 물리력이 필요해진 수
까르노는 육군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그 중 하나가 네덜란드계 자산의 육군
불하였다175). 이 때 네덜란드계 오일 팜 플랜테이션이 육군의 수중으로 넘어
가는 ‘역량 없는 몰수’가 발생한다. 둘째, 외방도서에 대한 자바의 정치적 우
위가 확고해졌다176). 따라서 주로 외방도서에 위치한 환금작물부문은 자바의
도시부문과 또는 쌀, 사탕수수 중심의 수도작 농업부문에 비해 정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1962년, 모든 전쟁이 종료되고 영토적 · 정치적 통일성을 확보한 공
화국이 들어섰을 때 남은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집권연합으로서 불안정한
173) Richard Robinson, 1981,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New Order, " Indonesia 31; 고우성 역, “수하르또 신질서체제의 정치적 역사에서 문화, 정치 및
경제,” 동남아정치연구회 편역, 1992년, 위의 책, p.196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계의 인구비율은
40%에 육박했던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는 4%에 미치지 못한다.
174) 인도네시아 독립과정에 대한 개관으로 Milton W. Meyer, 1964, Southeast Asia: A Brief
History; 김기태 역, 1994, 『동남아사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p.245-267.
175) Benedict Anderson, 1983; 신윤환 역, 1992년, 앞의 책, p.135-136
176) Clive J. Christie(ed.), 1998; 노영순 역, 2004년, 앞의 책, p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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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동맹이다. 삼각동맹은 물리력을 가진 군부, 민족(자바)주의를 주장하는
인도네시아국민당(Parti Nasional Indonesia: PNI)177), 광범위한 대중조직을
하부에 둔 인도네시아공산당(Parti Kominis Indonesia: PKI)178) 으로 구성
된다179). 군부의 관심사는 현대적 정치엘리트로서의 지위확보와 축재, 그리
고 영토의 통합성 유지와 정치적 안정에 있었다. 인도네시아국민당의 관심사
는 전통적 정치엘리트로서의 지위보존과 축재, 그리고 민족(자바)주의 국가
건설에 있었다. 인도네시아공산당은 ‘혁명을 위해 당면과제인 탈식민을 완결
한다’는 강령 하에 중앙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상호배타적
이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융화는 불가능했다. 다만 수까르노의 기민한 정
치적 술수를 통해서만 임시적인 동맹관계로 묶여 있을 수 있었다.
둘째, 전후의 궁핍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에서 부를 축재한 중국계
소자본이였다.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반화인폭동에서 보듯이 이들의 정치적
지위는 독자적인 생존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 따라서 이들은 군
부, 국가기관, 정당(특히 국민당) 의 유력인사들에게 개별적(particularistic)
인 후원-수혜(patron-client)관계로 의탁하여 정치적 보호와 사업을 보장받
았다180). 중국계 소자본은 정치연합의 구성원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유력
인사들을 움직여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거나 면허권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경
제정책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1957년 내전 발발이후 군부가 정치와 경제에서 모두 우월적 지위를
획득해가자 수까르노는 필사적으로 인도네시아공산당에 힘을 실어주었다181).
더불어 이리얀 자야(Iryan Jaya) 반환운동, 말라야연방에 대한 대결정책
177) 자바의 민족주의 지식인과 관료계층, 베네딕트 앤더슨의 용어에 따르면 쁘리아이(Priyai)에 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족주의 성향을 띠는 ‘자바의 정당’ 또는 ‘수까르노의 정당’이다.
엘리트 중심 정당이라 대중과 연계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178) 동부 자바에서 결성되었으나 도시 노동자와 농촌 소농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산하조직인 전
인도네시아노동자중앙연합회(Sentral Organisasi Buruh Seluruh Indonesia: SOBSI)을 구축하면
서 전국적인 대중조직을 갖게 되었다. 교도민주주의에 들어서는 세습귀족과 고위관료를 포섭하며
인도네시아 상층엘리트에도 진출한다.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공산당은 국제주의와 연계되기 보다
는 탈식민의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유연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179) Clive J. Christie(ed.), 1998; 노영순 역, 2004년, 앞의 책, pp.342
180) Richard Robinson, 1981; 고우성 역, “수하르또 신질서체제의 정치적 역사에서 문화, 정치 및
경제,” 동남아정치연구회 편역, 1992년, 위의 책, p.196
181) Benedict Anderson, 1983; 신윤환 역, 1992년, 앞의 책, 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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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frontasi), 국제기구 탈퇴 등 대중영합적인 반신식민주의 · 민족주의 정
책을 통해 대내적 동원에 박차를 가한다182). 이러한 정책은 수까르노에 대한
대중의 열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반신식민주의 · 초민족주의 정책은 빈사상태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 일본 등이 자국 자산 국유화와 말라야연방에 대한 대결에
반발하며 투자회수와 무역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이제 고립경제는 채택 가능
한 유일한 정책기조였다. 한편 수까르노 입장에서 고립경제는 정치적으로 유
용했다. 첫째, 반신식민주의라는 수까르노의 정책은 독자적인 민족경제를 건
설한다는 레토릭과 잘 맞아 떨어졌다. 고립경제 자체가 대중동원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183). 둘째, 수까르노 입장에서 인도네시아국민당과
군부 주요인사에게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계 유력
소자본가의 후원자였던 바, 고립정책으로 내수부문에서 형성되는 지대(rent)
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184).
결국 고립정책이 시행되면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이 도입되었고, 재
정압박을 견디지 못한 정부가 급격한 통화팽창에 나선다185). 이는 팜유를 비
롯한 외방도서의 수출용 환금작물 생산자에게 직격탄이었다186). 나아가 하이
퍼인플레이션을 촉발해 경제를 마비시켰다.

2. 1970년대 이후: 증산에 고착된 외형적 확장

가. 증산에 고착된 외형적 확장
197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의 팜유산업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

182)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로 양승윤 편, 2010년, 위의 책, pp.461-476
183) Clive J. Christie(ed.), 1998; 노영순 역, 2004년, 앞의 책, pp.376-386. 1964년 수까르노가
행한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다.
184) Richard Robinson, 1981; 고우성 역, 위의 책, p.185
185) 인도네시아의 국가기구는 출범 이래 줄곧 적자에 시달렸으며, 그나마 경제가 가장 좋았던 1960
년에도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Benedict Anderson, 1983; 신윤환 역, 1992년, 앞의 책,
p.143
186) Hans O. Schmitt, 1963, "Post-Colonial Politics: A Suggested Interpretation of the
Indonesian Experience: 1950–1958,"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 Histor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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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에 주로 국영부문의 재배면적 확장에 의한 증산
이 재개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규모 자작농과 민영부문의 확
장으로 증산에 속도가 붙었다187).

PTP/PNP

민영

소농

계

1969

84.1

34.9

0

119.0

1975

120.9

67.9

1.3

190.1

1979

176.4

81.4

3.1

260.9

1980

199.5

88.8

6.2

294.5

1991

376.1

552.6

347.5

1276.2

1994

411.4

796.0

585.1

1792.5

1996

411.2

1028.4

757.3

2226.8

1998

489.8

1494.5

892.0

2876.3

[표19 인도네시아 생산자별 오일 팜 식재면적 (1000ha)]
출처: oil palm p.15

둘째,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나, 말레이시아와 비교
했을 때 생산량 증가와 수출량 증가 간 연관성이 약하고, 수출량 증가세의
변동이 매우 두드러진다. 예컨대,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생산량은 약
397,200톤에서 약 1,243,400톤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동 기
간 중 수출량은 330,000톤에서 ~ 390,000톤에 머물렀다. 그리고 1991년에
는 수출량이 전년 대비 50% 넘게 폭증했고, 이후 1990년대 내내 증가추세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감소와 증가를 오가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셋째, 팜유 수출량에서 가공팜유의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
히 비가공 팜 원유의 수출량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가 구획한 시장경
쟁구도에서 발달한 수출지향적인 말레이시아 정제산업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187) John F. McCarthy, 2010, "Process of Inclusion and Adverse Incorporation: Oil Palm and
Agrarian Change in Sumatra, Indonesia,"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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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업체들은 수입제한으로 보호받는 국내 식용유 시장을 우선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사슬의 전방통합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럽으
로의 비가공 팜 원유 수출에 의존적이다.

인도, 1%
파키스탄, 1%
기타, 20%

영국,
미국, 1%
2%

네덜란드, 44%

그리스,
2%

케냐, 3%

이탈리아, 9%

스페인, 5%

독일, 12%

[그림6 인도네시아 국가별 팜유수출비중]
출처: Casson, 1999, op.cit. p.11

나. 정책
197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팜유산업 발달과정의 특징은 산업의 외
형적 확장과 고도화의 부재로 요약된다. 이는 1966년 집권한 수하르또 신질
서정부가 입안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이 시행된 결과이다.
첫째, 군부가 운영하던 신국가플랜테이션회사(PPNB)가 1967년에 분
할되었다. 비 네덜란드계 플랜테이션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 민영부문이
되었고, 28개 사업단위로 분할된 네덜란드계 플랜테이션은 국영 PTP
(Perseroan

Terbatas

Perkebunan)와

PNP(Perusahann

Negasa

Perkebunan) 산하로 이관되었다188). 사업단위 분할로 경쟁구도가 형성되자
188) Benedict Anderson, 1983; 신윤환 역, 1992년, 앞의 책, p.143; Richard Robinson,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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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팜 재배단계가 다소 간 합리화 될 수 있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개발
계획인 르쁠리따1(Repelita1)에 의거 PTP/PNP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국
제기구 원조금과 오일머니로 재정능력이 강화되자 국영부문의 팽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189). 이로서 팜유 산업은 1970년대 이전의 정체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
둘째,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필수식품(staples) 중 하나였던 식
용유를 저가에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수출량 제한, 국내가격상한제, 할당
구매 등의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190). 이 정책의 결합체(formula)는
1987년까지 계속 시행되었다. 기간 중 이 정책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
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랜테이션 업체들은 허가받은 분량의 팜
원유를 수출하고, 둘째, 나머지 할당량의 팜 원유는 할당가격으로 국영 합동
판매위원회(Joint Marketing Board: KPB-Medan)에 판매한다. 셋째, 합동
판매위원회는 주로 쭈꽁재벌그룹 소유였던 지정 정제 정제업체191)에 팜 원
유를 저가로 판매하고, 넷째, 국내정제능력을 초과하는 분량의 팜 원유는 국
제시장에 수출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192).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
된 팜유는 수출이 아닌 내수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1970년대의 증산에도 불
구하고 수출이 정체되었던 것은 정부가 인구밀집지인 자바지역의 식용유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출을 억제했기 때문이었다.

고우성 역, 앞의 책, p.196
189) Anne Casson, 1999, op.cit., p.12
190) 1971년에는 3% 불과하던 팜 원유의 국내사용은 1975년 9%, 1980년 24%, 1985년 43%로
급속히 증가했다. Donald Larson, 1990, The Indonesia Vegetable Oils Sector: Modeling the
Impact of Policy Changes,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382, p.13
191) 인도네시아 정제산업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 내수 식용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형성된 부문으
로, 전형적으로 보호받는 내수시장에서 지대추구에 골몰하는 기업들이다. 이 부문은 처리용량의
61%를 차지하는 5개 대형업체가 소유관계와 사업동맹을 통해 2개의 기업집단으로 구분되어 있
다. 1996년 인도네시아의 국내 총 정제용량은 약 5백만톤으로 말레이시아의 1983년 수준에 불과
하다. Donald Larson, 1996, op.cit.,, p.8, p.34
192) 라슨(Larson)에 의하면 이처럼 복잡한 규제체계로 인해 당시 인도네시아에 4개의 서로 다른 팜
원유 가격이 존재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정책이 유발한 분배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팜
유 생산자들은 가장 큰 손해를 보았다. 기간 중 연평균 약 9% 정도의 손실을 입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133억 루삐아(Rp)에 달한다. 둘째,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소비자들에게도 연
평균 약 60억 루삐아의 손실이 있었다. 셋째, 이 둘의 손실분은 대부분은 국내정제업체에게로 이
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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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할당가격

국제가격

(official allocation price)

(로테르담 가격)

1970

90

94

1972

100

90

1974

120

278

1976

120

168

1978

175

265

1980

220

367

1982

260

294

1984

295

748

1986

400

346

[표20 인도네시아 팜 원유 할당가격과 국제가격비교 (1000Rp/t)]
출처: R. H. V. Corley and Philip Bernard Tinker, 2003, op.cit., p.15

셋째, 1979년에는 세계은행의 기술지원과 원조금으로 소농정착체계
가 도입되었다193). 인도네시아 소농정착체계는 기본적으로 중핵(nucleus) 역
할을 하는 국영 및 민영 플랜테이션 인접 토지에 플라즈마(plasma)라 불리
는 정착지를 덧붙여 정착민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초기의 형태는 대형 플랜
테이션 인근의 유휴지에 정착지를 조성한 PIR/NES(Nucleus Estate and
Smallholder system, Perkebunan Inti Rakyat)였다. PIR/NES는 국영
PTP 플랜테이션 인근에 정주하던 농민과 일부 이주해온 퇴역군인을 정착민
으로 수용하며 소농의 확대를 이끌었다.
넷째, 1986년 팜유 수출을 억제하던 일련의 정책이 완화되고 새로운
소농정착체계인 PIR-trans(Perkebunan Inti Rakyat-transmigrasi)가 도입
되었다194). PIR-trans는 개발계획 르쁠리따4(Repelita4)의 일환으로 도입되
었으며, 오일쇼크의 종식으로 석유판매에 의존하던 정부재정이 압박을 받자
193) Anne Casson, 1999, op.cit., p.12
194) Donald Larson, 1996, op.cit.,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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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획득을 위해 팜유수출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195). 기존의
PIR/NES와 달리 PIR-trans는 미개간토지에 민영기업이 중핵플랜테이션과
플라즈마 정착지를 동시에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정착체계를 조성하
는 민영기업에게 저렴한 신용과 함께 열대우림 처녀지의 벌목권리를 포함한
개간면허를 인센티브로 공여했다196). 정착지는 수마뜨라에 건설되었고, 정착
민들은 인구밀도가 높은 자바에서 선발되었다197). 플랜테이션 입장에서는 벌
목권이 매력적인 인센티브였던 바, 민영 플랜테이션과 소농정착체계는 빠르
게 팽창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 소농정착체계를 평가한 보고서에 따
르면,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들이 반복되어 나타났다.198)”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플랜테이션 업체들의 지대추구행위이다. 플랜테이션
업체들은 소농정착체계 설치를 조건으로 공여되는 벌목권에 관심이 많았다.
열대목재는 별도의 투자 없이도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벌목이 끝나고 나면 플랜테이션 업체들은 정부의 압력을 받을 때까지 정착
지 건설을 지연시켰다. 인도네시아 국내 민영플랜테이션들 대부분이 열대목
재 연관산업을 겸업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199). 둘째, 정부지원금 지급지연
이다. 정부지원금은 주로 오일 팜 성숙기에 정착민 급료로 사용된다. 그런데
성숙기에 정부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정착민들은 수입 없이 생활해야
했다. 견디다 못한 정착민들은 정착권리를 인근 농민이나 중핵플랜테이션에
헐값에 매각하고 다시 임노동자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다200). 셋째, 중핵플
랜테이션에 의한 농업투입물 공급과 농업지도가 부실했다201). 정부전매품목
195) 고우성 외, 1995년, 『동남아의 정치경제: 산업화와 발전전략』, 재단법인 21세기한국연구재단,
pp.163-164
196) Donald Larson, 1996, op.cit. p.5
197) John F. McCarthy, 2010, op.cit., pp.828-830
198) World Bank, 1985, Indonesia The Major Tree Crops: A Study of Prospects for Rubber,
Oil Palm, and Coconuts during Replita IV(1984-88), World Bank
199) Shunske Rai, 2010, "Agribusiness Development and Palm Oil Sector in Indonesia,"
Economia 61(1), pp.51-55
200) John F. McCarthy, 2010, op.cit.
201) Colin Barlow and Thomas Tomich, 1991, “Indonesian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Awkward Case of Smallholder Tree Crop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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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였던 비료는 식품작물(food crop)을 재배하는 자바의 수도작에 우선
공급 되었던 바, 오일 팜 플라즈마까지 적절한 수량이 공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202). 뿐만 아니라 플라즈마의 오일 팜은 최적 이하로 식재되었고,
재배기간 중 중핵플랜테이션의 기술자들은 플라즈마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유인이 없었다. 이 결과, 인도네시아 소농정착체계는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정착민들의 소득감소로 귀결된다.
다섯 째, 199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공격적인 팜유생산기반 확대정
책이 시행된다. 1991년에는 민영, 외국기업에 한해 팜유수출이 자유화되었
다203). 1993년에는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 것
은 물론 소유권 제한도 완화되었다. 때 마침 국제가격의 장기적 하향세가 상
승세로 반전되자 오일 팜 플랜테이션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는 외국자본에 의한 플랜테이션 확장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재배면적은 매
년 500,000 헥타르 이상씩 늘어났다.
여섯 째, 수출입 자유화로 국제가격에 연동된 국내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1994년부터 다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204). 이번에는
국제가격에 따라 최고 18%까지 할증되는 월별 변동수출세가 도입되었다.
1995년에는 국영물류기업(BULOG)의 완충재고(buffer stock) 구축을 위한
할당수매(allocated sales)가 시작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약 3개
월간 수출세가 팜유 형태별 2.5% ~ 5%로 단순화 되었다. 동년 9월 29일 루
삐아화 절하가 시작되자 전면적인 수출통제(10월)가 한 차례 시행되었다. 이
후에는 수출세 35% ~ 40%(1998년 4월), 55 ~ 60%(1998년 7월) 가 도입되
었다205). 이러한 정책은 생산자 소득을 비용으로 국내 식용유 가격을 낮추는
것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206),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있었다. 바로
202) Colin Barlow and Thomas Tomich, 1991, ibid.; R. William Liddle, 1987, "The Politics of
Shared Growth: Some Indonesian Cases," Comparative Politics 19(2)
203) 고우성 외, 1995년, 위의 책, p.164; Donald Larson, 1996, op.cit. p.8
204) Donald Larson, 1996, op.cit.
205) Rajah Rashia and Azmi Shahrin, 2006, op.cit. pp. 30-31
206) 라슨의 분석 결과, 1994년 이후 도입된 수출세로 인해 생산자에게서 약 26억 9천만달러가 소
비자와 정부로 이전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연평균 약 12억 3천만 달러를, 정부는 연평균 약
12억 6천만 달러를 이전받는다. 자중손실은 약 1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Donald Lar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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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제보다는 비가공 팜 원유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다207). 이 시기 수출세는 첫째, 전월의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변동한다는 후
행성, 둘째, 3개 상품군(팜 원유, 팜 올레인, 정제, 탈취, 탈색 정제팜유)별
독립세율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팜 원유와 정제팜유간 마진(spread)
이 심지어 음으로 반전될 때 까지 축소될 수 있는데, 그 축소 폭이 어느 정
도인지 사전에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형성된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국내정
제보다는 수확한 팜 원유를 최단시간 내에 수출하려 하게 된다.

다. 정치연합
197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팜유산업은 신질서정권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팜 원유 수출에 긴박된 가운데 양적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1966년 신질서정부 출범 이후 정치연합의 속성을 반영한다.
1966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당원학살로 인도네시아공산당
은 완전히 파괴되었다208). 이 학살은 군부와 인도네시아공산당간 균형이 군
부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한다
는 수까르노의 성명이 발표되고, 육군최고사령관이던 수하르또가 정권을 장
악한다.
수하르또의 신질서정권은 급진주의 운동을 파괴하고 들어선 권위주
의 정권이었다. 1965년 학살과 혼란의 경험이 사회 전반에 걸친 탈정치화를
촉진했던 바209), 수하르또 시기 정치연합은 폭이 매우 좁았다. 정치연합의
op.cit. ; Joseph Obado, Yusman Syaukat and Hermanto Siregar, 2009, "The Impact of
Export Tax Policy on the Indonesian Crude Palm Oil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Southeast Asian Agriculture Science 15(2)
207) Donald Larson, 1996, ibid, p.12
208) 교도민주주의 말기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마비시켰다. 대중들의 끓어오르는 불만에서 기
회를 포착한 인도네시아공산당은 하부조직에 더욱 호전적인 투쟁을 촉구하는 한편, 1964년에는
농촌지역에서 추수법과 농지개혁법을 강행하는 일방행동(Aksi Sepihak)을 개시했다. 이는 토지매
입에 열중하던 군부와 관료집단, 그리고 전통적 토지보유계층이던 인도네시아국민당과 나흐다뚤
울라마의 상층부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 농촌 곳곳에서 유혈충돌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국민당에 기울어있던 일부 육군 부대가 쿠데타를 시도한다. 쿠데타는 수하르
또가 이끄는 군부에 의해 신속하게 진압되었다. 그리고 군부의 여론조작에 따라 이슬람 정치세력
과 도시 청년층이 자발적으로 공산당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6개월간 이어진 참사에서 학살당
한 공산당원은 약 1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Benedict Anderson, 1983; 신윤환 역,
1992년, 앞의 책, pp.13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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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군부와 자바거주 중산층이었고, 이들의 비대칭적인 하위파트너는 군
부와 후원-수혜 관계로 연결된 중국계 소자본,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에 소요
되는 자본을 공급하는 외국자본이었다210).
군부는 무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었다. 무력 외에도 석유부문 등 경제의 수익성 있는 부문을 보유했다.
또한 국가기구와 은행부문을 장악함으로서 가격정책, 신용공여, 허가권, 면
허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군부는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 신질서정권 이전
부터 후원-수혜관계를 형성해왔던 중국계 소자본가에게 지대를 배분했고, 중
국계 소자본은 리베이트(kickback)와 경제활성화로 보답했다211). 또 다른 파
트너인 외국자본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도입되면서 일부 중국계
소자본들의 이해를 침범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 편 외국자본은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의해 현지 중국계와 합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군부와 중
국계 소자본가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긴밀해졌다.
군부정권의 지지기반은 주로 자바에 거주하는 국가관료, 상업종사자,
산업 관리계층 등 정치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만 소득을 유지하거나 증진시
킬 수 있었던 이른바 ‘중산층’에서 나왔다212). 중산층은 다른 정치세력에 비
해 비교적 온건하기 때문에 군부는 정치제도를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했
다. 예컨대, 군부의 선거용 정당인 ‘직능집단(Golkar)’은 법령에 의거 군인,
모든 정부관료, 각 직능집단의 지도자로만 구성되었다213). 또한 1975년의 개
정된 정당법은 군 단위 이하 지방에 지구당 설치를 불법화함으로서 정당활
동을 사실 상 도시지역으로 국한시켰다214). 이에 따라 수하르또 시기 정치연
합은 도시편향(urban-bias)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9) 신윤환, 2001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수하르또 시대의 국가, 자본, 노동』, 서울대학교출
판부, pp.216-217
210) Richard Robinson, 1981; 고우성 역, 앞의 책, p.169
211) Richard Robinson, 1981; 고우성 역, 위의 책, p.185, p.192
212) 이들은 1965년 ~ 1966년 6개월간 인도네시아공산당원들을 학살하는데 동참한 집단이기도 하
다. Clive J. Christie(ed.), 1998, ; 노영순 역, 2004년, Richard Robinson, 1981; 고우성 역, 위
의 책, p.168
213) John Funston, 2002, op.cit., p.104
214) Benedict Anderson, 1983; 신윤환 역, 1992년, 앞의 책,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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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신질서정권은 경제정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
했다215). 첫째, 이자율을 합리화하고 이중환율을 종식시켰다. 둘째,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관계정상화의 일환으로 국유화되었었던

비 네덜란드계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했다. 셋째, 그나마 가장 발전된 부문인 수출농업부문의
정상화 등을 추진했다216).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가격체계가 복구되었고,
1970년대 내내 재정비용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원조금217)”
이 들어왔으며, 플랜테이션 부문이 합리화되며 생산이 재개되었다.
그런데 1972년 ~ 1973년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자바의 도시지역,
특히 자카르타(Jakarta)에서 발생한 산발적인 소요가 발생했고 이어 1974년
에는 대규모 반화인폭동이 발생했다218). 이 사건들은 신질서정권의 도시편향
을 일깨우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곧바로 쌀, 설탕, 콩, 식용유 등 이른바 9개 ‘전략상품(strategic
commodities)’을 도시부문에 저가로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대부분 수입으로 수요를 충당했던 쌀의 경우, 정부는 자급자족
(self-sufficiency)를 위해 국내증산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적어도 주곡부문
에 대해서는 고가수매, 비료의 최우선 공급, 관개시설 개선, 모내기철 마다
반복되는 최저수매가 인상, 신품종 개발 등 생산성 향상까지 염두에 둔 지원
이 집중되었다219). 반면 본래 수출목적의 환금작물인 오일 팜은 단순요소축
적을 통한 증산과 수출억제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는 국영부문의 확대, 소농
정착체계의 도입 및 확대,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민영플랜테이션의 투자촉
215) 관련하여 초기 신질서정권이 집권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안정화 정책을 도입한 원인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이른바 자유주의적 안정화 정책을 주도했던 경제관료들의 메모들로 Ian Chalmers
and Vedi R. Hadiz(eds.), 1997, The Poiltics of Economic Development in Indonesia:
Contending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pp.39-70; 최근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구성주
의적 설명을 제기한 논문으로 Jeffrey Chwieroth, 2010, “How Do Crises Lead to Change?:
Liberalizing Capital Controls in the Early Years of New Order Indonesia," World Politics
62(3)
216) 신윤환, 2001년, 앞의 책, p.54
217) Benedict Anderson, 1983; 신윤환 역, 1992년, 앞의 책, p.144
218) R. William Liddle, 1987, op.cit.,, p.133
219) R. William Liddle, 1987, ibid,, pp.130-131; 인도네시아는 1985년 마침내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한다. Leon A. Mears, 1984, "Rice And Food Self-Sufficiency in Indonesia,"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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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등으로, 후자는 1974년부터 1987년의 기간과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시
행된 수출세를 포함한 일련의 복잡한 수출억제책으로 각각 구체화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시행과정에서 잘 조율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잘못 시행되었고, 그 결과 생산성 향상과 전방통합을 통한 고도
화를 억제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농정착체계의 경우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방식인 ‘중핵플라즈마(NES)’는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플랜테이션 기간설비에 단순히 토
지와 노동을 더욱 집약함으로서 손쉬운 증산을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이었다.
그런데 군부는 이 체계가 농촌인구의 임노동화와 도시이주를 억제함으로서
자바 도시지역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220). 오일
팜 열매가 생산되는 최소 15년간은 정착민이 플랜테이션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계 자본은 PIR-trans 체계에 참여함으로서 손쉽
게 현금화 할 수 있는 벌목권과 토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군부의 정치적 의도와 중국계 자본의 지대추구로 점철된 인도네시아의 소농
정착체계는 점차 내핍화된다221).
또 다른 예는 수출억제정책이다. 도시편향선호는 정권유지와 직결되
었던 바, 정부정책의 최우선목적은 충분한 양의 팜유를 저가에 국내로 전환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여력이 있다면 환금작물 부문에서 재정능력을 확충하
고자 했는데,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는 외환획득을 위해 팜유수출 증대를
추진했다. 또한 정권과 유착관계에 있는 중국계 소유의 정제 및 제조업체를
보호하고자 했다222). 이처럼 상호 모순되는 목표가 혼합되면서 수출억제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그나마도 자주 변경된
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우선순위는 팜유사슬의 부가가치 사
다리를 거슬러 오르는 고도화가 아니라, 모순된 선호들이 파열하지 않도록
220) 오일 팜 외에 다른 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1950년부터 1992년까지 유사한 소농정착체계에 의
해 무려 2천 5백만가구가 자바에서 외방도서로 이주했다는 통계가 있다. 신질서정권은 이 점을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Rodolphe de Koninck and Steve Déry, 1997,
op.cit. p.7; R. William Liddle, 1987, op.cit., p.131; John F. McCarthy, 2010, op.cit.,
pp.828-830
221) Colin Barlow and Thomas Tomich, 1991, op.cit.
222) Donald Larson, 1990, op.ci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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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데 있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팜유산업은 국내시장의 정치연합의
도시편향성과 중국계 자본의 지대추구에 포로가 되어 양적 확대에만 매달리
게 된다.

제 3절 요약 및 비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팜유산업은 식민시기 초국적 플랜테이션
에 의해 시작되었다. 팜유사슬의 구조적 특성상 플랜테이션을 장악한 행위자
는 생산단계와 교역단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 따라서 독립 이후 외국자
본의 지위에 변동이 없었다면 두 국가는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재배단계에
긴박되어 팜 원유를 유럽의 가공업자에게 수출하는 무역패턴을 계속했을 것
이다.
실제로 1970년대 이전의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사례이다. 당시 말레
이시아에 진출해있던 영국계 중개회사와 유럽계 초국적 플랜테이션 자본은
외국자본에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비가공 팜 원유를 수출하는 패턴을 지속
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인도네시아는 달랐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형식의 정책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무상몰수’를
감행했으나 그 주체가 군부였던 바 결국 ‘역량 없는 몰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후퇴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의 팜유산
업은 정체에 들어선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말레이시아는 팜
유 재배단계에 소농을 성공적으로 진입시킴으로서 생산단계에서 초국적 플
랜테이션 자본의 주도권을 침식했다. 본래 초기가공부터 자본집약적 설비가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팜유사슬의 구조적 특성상 소농은 플랜테
이션과 경쟁할 수조차 없다.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대응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재정착체계를 건설하고 소농들을 조직화해 하나의 플랜테이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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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것이었다. 실제 재정착체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매우 효과적이었
고, 토지소유권을 보장받았던 소농도 적극적이었기에, 재정착체계는 초국적
플랜테이션이 지배하는 생산단계에 무난히 안착할 수 있었다.
이후 말레이시아는 생산단계에서 구축한 거점을 바탕으로 교역단계
에서 초국적 플랜테이션의 영향력을 희석시켰고, 초국적 플랜테이션의 자산
을 시장가격으로 국영기업과 국내자본으로 이전시킴으로서 생산, 교역단계까
지의 진출을 완료했다. 나아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아시아 가공팜유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국내자본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공 및 제조 단계
로의 전방통합을 달성했다. 요컨대, 말레이시아는 팜유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로 기능적 고도화를 달성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험은

말레이시아와

대조적이다.

1957년의 국유화로 이미 인도네시아는 팜유사슬의 생산단계를 완전히 통제
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달리 팜유사슬에서
생산단계에 고착화된 상태에서 내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패턴을 보인다.
먼저 1970년대 국영부문, 1980년대 소농부문, 1990년대 민영부문의
순서로 생산단계에서 산업규모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도네시아의 소농부문이다. 하나의 응집된 사업체였던 말레이시아 재정착체
계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소농정착체계는 중핵플랜테이션과 이에 전속된 정
착민 등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그리고 정착지 병행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중
핵플랜테이션 업체에게는 벌목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이러한 소농정착체
계는 단순한 요소축적을 통해 최저비용으로 최대의 증산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더군다나

신질서정권은

자바의

인구압

(demographic pressure)을 완화하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었기에 어
느 정도 증산만 달성된다면 중핵플랜테이션 업체가 정착지 건설을 지연하거
나 농업지도를 태만히 하는 것을 방관하곤 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팜유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팜 원유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다. 개입의 가장 큰 목적은 국내의 거대한 식용유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정부개입에 수출억제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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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외환획득 목적의 팜유수출증진이라는 목적, 주요인사와 연줄을 가진 정
제업체를 보호한다는 목적 등 상호 상충되는 목적들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정부는 상충하는 선호들이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기민하게
조정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게 된다. 개입정책이 비체계적이고 산만할
뿐더러 그나마도 자주 변경되는 이유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팜유산업에 불확
실성을 형성함으로서 고도화를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분기를 가져온 것은 정치연합의 속성이다. 말레이시아는 급
진세력이 일소된 상황에서 영국식민정부, 말레이계 정치엘리트, 중국계 소자
본 등 3자간 합의에 따라 독립했다. 이 때 형성되어 1969년까지 유지된 정
치연합은 말레이계가 정치를, 중국계가 경제를 담당한다는 암묵적인 분업 위
에 구성되었기에 자유방임정책을 택했고, 초국적 플랜테이션은 자유롭게 사
업을 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말레이계 정치엘리트로 힘의 균형이
기울면서 정치연합이 농촌편향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가 팜
유사슬에서 전방통합을 시도, 성공하게 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어느 세력도 -심지어 식민정부도- 압도적인 정치
적 힘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한 뒤, 각양각색의 급진주의에 휩쓸리면서
정치와 경제가 모두 마비상태에 빠졌었다. 이 와중에 군부는 물리력에 기반
을 둔 우세를 확립하고 처음에는 유전과 플랜테이션 등 경제의 ‘감제고지
(commanding height)’를, 나중에는 정치권력까지 장악하기에 이른다. 신질
서정권이 수립된 1970년대 이후에는 군부가 자바 거주 중산층이라는 좁은
지지기반 위에서 중국계 소자본 및 외국자본를 하위파트너로 두고 사적 축
재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형태의 정치연합이 성립한다. 이 연합은 구성 상
도시편향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정부는 팜유를 포함한 필수식품을 자바의
도시부문에 낮은 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팜 원유 시장에 개입하
는 한편, 이와 더불어 상충되는 연합 내 다른 구성원의 선호도 개입정책에
반영했다. 그 결과 정부개입은 일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
으로 고도화에 억제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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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토의 및 결론

본 논문은 팜유산업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상이한 고도화
를 글로벌상품사슬론의 틀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두 국가 모두 식민시기 초
국적 플랜테이션 자본에 의해 팜유사슬에 진입했고, 독립 시점에는 팜 원유
를 유럽 또는 미국의 정제 · 제조업체에 수출하는 ‘재배자’의 위치에 있었다
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독립 이후 두 국가는 분기하기 시작했고, 말레이
시아는 전방통합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팜유를 생산 · 수출하는 기능
적 고도화를 달성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무상몰수 국유화를 거쳐 비가공 팜
원유 수출의 양적 확대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 문헌은 기술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전방통합을 통한 고도
화 달성여부를 설명한다. 예컨대, 작물 생산 및 가공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어떤 작물은 전방통합에 유리한 반면 다른 어떤 작물은 불리하다는 식의 설
명이 기술적 설명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기능적 고도화 정도의 차이가 작물
수준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나타난다는 경험적 사실에 위배된다. 기술적
요인의 영향력은 과소결정적인 것이다. 정책적 설명은 정책의 성패로 전방통
합 성공여부를 설명한다. 이 설명은 전형적인 베버적 설명양식으로서 정책의
형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기능적 고도화의 궁극적 동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접근을 취한 탈벗의 분석틀을 정치연합적 접
근으로 보완한 분석틀을 구성했다. 탈벗은 역량 있는 현지자본과 연계한 국
가가 공격적으로 전방단계 진출을 추진하면 기능적 고도화를 달성할 가능성
이 높고, 국가가 자본과 연계하지 못하거나 방어적인 현지화 정책을 택하면
기능적 고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이러한 탈벗의
설명은 주의주의(voluntarism)적 관점을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한다는 모순
이 있다. 국가정책의 공격성을 선행변수로 삼은 것은 주의주의적 관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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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인데, 국가-자본 연계와 자본의 역량이라는 환경요인에 매개변수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주의주의적 관점을 부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농업과 농
업의 후방산업을 다루면서도 농업부문을 변수에서 제외한 것은 행위자 선택
에 있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저발전국가 발전이론과 도시편
향이론에서 보듯이, 농업부문의 상대적 중요성은 발전전략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점은 정치연합적 접근으로 보완될 수 있다.
대안적 분석틀에 따르면 첫째, 정치연합의 구성에 따라 도농편향, 국
가-자본 연계가 달라진다. 둘째, 도농편향의 차이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셋째, 농업정책의 상이성과 국가-자본연계의 상이성에 따라 기능적 고도화
달성여부가 달라진다.
이 분석틀에 따르면, 정치연합이 농촌편향적 성격을 띠고 국가-자본
이 비인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가 농업부문 소득증
가를 위한 기능적 고도화의 선호를 가지게 되어 현지자본에 정책적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이에 반응한 현지자본과 국영부문이 농업 전방산업을 순차적
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현지화 함으로서 기능적 고도화에 성공한 사례이
다. 반면 정치연합이 도시편향적 성격을 띠고 국가-자본이 인격적 · 개별적
(particularistic)인 후원-수혜관계로 연계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
가는 도시부문에 필수식품을 저가로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선호, 도시부
문으로의 소득이전을 위한 환금작물 수출촉진의 선호, 유력인사와 유착된 기
업으로의 지대배분의 선호 등 연합 내 상호 모순되는 선호를 조정하는데 매
진하기 때문에, 전방통합 보다는 증산에만 긴박되게 된다. 결국 농업고도화
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연합의 도농편향
인 것이다.
본 논문은 첫째, 농업고도화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점을
정치연합적 접근으로 보완했다는 이론적 함의, 둘째, 열대환금작물부문에 의
존적일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제 3세계’ 국가의 대안적 발전전략223)을 구체화
했다는 경험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본 논문은 농업부문의 이
223) Anne Booth, 2002, "Rethinking the Role of Agriculture in the "East Asian" Model: Why
is Southeast Asia Different from Northeast Asia?," ASEAN Economic Bulletin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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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제조업 부문으로 이전하여 경제구조변환을 가속화 할 것을 제언하는
전통적 발전연구와도, 자유방임정책을 통해 농업부문을 “있는 그대로 두라
(let it be)”고 충고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발전론224)과도 구별되는 입장
을 갖는다. 상품사슬론이 함의하는 바, 경제발전은 농업고도화를 수단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225). 다만 농업고도화의 성공은 농업사슬 말단의 소농에까
지 성장의 과실을 배분하는 농촌편향적 정치연합을 필요로 할 뿐이다.

224) UNCTAD, 2009,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225) 관련하여 현재까지 농촌개발정책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농업 기반의 부문다변
화’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으로 Frank Ellis and Stephen Biggs, 2001, "Evolving
Themes in Rural Development 1950s-2000s," Development Policy Review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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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s of
Agricultural upgrad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Malaysian and Indonesian Palm Oil Industry

Myung, Jaeseok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raditional development literature emphasizes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reduction of the agriculture. The agriculture,
however,

is

not

necessarily

inferior

to

the

manufacturing

in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s. If the agriculture
appropriates larger value-added through industrial upgrading, it
can be a source of growth. Under what condition developing
country achieve the agricultural upgradi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success or failure of the agricultural upgrad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analysis

applied

on

with
differing

global

commodity/value

upgrading

Indonesian palm oi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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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laysian

chain
and

Oil palm cultivation and crude palm oil export to the
industrial countries began in 1930s in British Malaya(Malaysia) and
Netherlands

East

Indies(Indonesia).

Divergent

paths

emerg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1950s. Malaysia has successfully
integrated forward high value-added functions such as production
of industrial intermediates or consumer-goods, while Indonesia has
been bound to low value-added functions like production of crude
palm oil. In sum, Malaysia has accomplished the agricultural
upgrading, but Indonesia has not.
Global

commodity

/

value

chain

theory

claims

that

upgrading opportunities vary chiefly according to organizational
traits and governance structure of a commodity chain. Hence, one
should

refine

these

to

analyse

the

agricultural

upgrading

in

question. Discussions on the agricultural chain can be encapsulate
in a debate between a single chain theory and a segmented chain
theory. The former conceptualize the agricultural commodity chain
as a single, international traders-driven chain. Therefore, the
upgrading depends on supplier's capacity to satisfy demands of
international trader, the driving actor in the chain. The latter
conceptualize the chain as a segmented chain which is driven by
multiple
segment

actors
by

at

state,

each

segment

trade

respectively,

segment

by

e.g.

production

international

trader,

manufacturing segment by international manufacturer, retailing
segment by international retailer. If this is the case, the upgrading
depends on forward integration to higher value-added activities
such as processing, trading, manufacturing.
The single chain theory is inappropriate because the theory
built on inconsistent assumptions and modeled implicitly African
nations after breakdown of urban-bias coalition. The seg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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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theory is much more suitable due to coherent analytical
framework of power-relations, incorporation of the role of the state
into

the

framework,

and

recognition

of

a

possibility

of

the

functional upgrading. Nevertheless, the segmented chain theory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dynamics of the agricultural upgrading
since it takes Weberian approach which uses as a principal
variables consequences of policies but overlooks formation of them.
Therefore, the theory should be supplemented with a theory of
policy formation to give a satisfactory explanation.
In

this

thesis,

the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is

elaborated by combining the segmented chain theory with political
coalition theory. Specifically, first, composition of the political
coalition determines urban or rural bias of the coalition and affects
nature of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local capital. Second, the
bias of coalition translates into the agricultural policy. Third, the
agricultural policy and the nature of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apital influence the agricultural upgrading.
According

to

this

framework,

Malaysia

achieves

the

upgrading in the palm oil industry because it has had rural-bias
coalition and its state has been linked with local capital universally
and impersonally. The state has had preference to improve rural
Malay constituency's income by forward integration of palm oil
industry. The state has offered incentive to localization of palm oil
production, processing, and trading, even manufacturing related
products. As the local capital had responded this incentive, the
Malaysian

palm

oil

industry

achieves

the

upgrading.

Unlike

Malaysia, Indonesia cannot accomplished the upgrading in palm oil
industry. Indonesia has had urban-bias coalition and the state has
been connected to local capital by particularistic patron-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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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The

state

had

simultaneously

pursued

contradictory

preferences such as a diversion of palm oil to domestic urban
consumer from export, promotion of palm oil export to earn
foreign exchanges, and protection of domestic refinery connected
to powerful political figures. As the state had desperately strived to
coordinate these preferences thereby ensuring survival of the
authoritarian regime, it had been bound to increase palm oil
production quantitatively, rather than the upgrading qualitatively. In
sum,

the

most

important

antecedent

variables

for

explaining

agricultural upgrading is the nature of political coalition: rural-bias
or urban-bias.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e thesis is the supplementation
of the theory of the agricultural upgrading by combining segmented
agricultural chain theory with the political coalition approach. A
empirical implication is the refinement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agricultural upgrading can be achieved. In relation to
the latter, this thesis carries different implications from traditional
development

literature

suggesting

radical

industrialization

by

squeezing agriculture sector, or neoliberal literature prescribing
Laissez-faire

which

Agricultural upgrading

is

no
by

more

than

the state action

'do-nothing'
can

policy.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the tropical developing countries, but only with
rural-bias coalition.
Keywords: global commodity chain theory, tropical agriculture,
agricultural upgrading, political coalition, urban bias, rural bias,
Malaysia, Indonesia, palm oi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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