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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Welcome Message

모시는 글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Heungchong Kim | President, KIEP

안녕하십니까?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입니다.

On behalf of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held in celebration of the 30th year of KIEP beginning operations.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Since 1990, KIEP has conducted research on the global economy, starting with its first research project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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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90년 창립 이래 첫 연구과제였던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으로 세계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Uruguay Round. Our research achievements played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한-미, 한-중, 한-EU FTA 협상 타결을 비롯한

policies of Korea, throughout the process of joining the OECD, as well as signing the Korea-US, Korea-China,

우리나라의 다양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세계화

and Korea-EU FTAs. KIEP has laid the foundation for globalization in Korea for the past 30 years, and remains

의 발판을 마련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가올 30년에도 글로벌 세계 변화를 끊임없이 주시하며 국가의 싱크탱크로

committed to lead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as a national think tank continuously

서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monitoring global changes for the next 30 years.

세계경제가 대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기념 세미나는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시대(Global

Today’s conference is held as the global economy experiences major transformation, under the theme of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라는 대주제 아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이자 세계경제를 둘러싼 핵심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and will serve as a significant venue to discuss the key issues of inclusive

현안인 '포용 성장', '디지털 통상',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growth, digital trade, and Asia’s future – core agendas for the global economy.

부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이번 세미나가 세계경제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We cordially invite you to celebrate KIEP’s 30th anniversary and kindly ask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onference to serve as an important venue to discuss the global economy.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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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Overview

행사명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

Title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주 제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시대

Theme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날 짜

2020년 10월 5일 (월) 09:00 – 17:10

Date

October 5 (Mon), 2020, 09:00 – 17:10

장 소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1F) 및 온라인 스트리밍

Venue

Grand Ballroom (1F), The Westin Chosun Seoul  & Online Live Streaming  

주 최

Hosted b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개

Abou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입니다.”

“KIEP, a global think tank founded to guide the Korean economy.”

1989년 설립된 KIEP는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is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to conduct studies, research and analyses of global economic issues, guiding the nation
toward effectiv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지난 30년간 KIEP는 신흥경제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받침
하는 논리 개발 등으로 국가적 임무에 헌신해왔습니다.

Over the past thirty years, KIEP has dedicated itself to the national mission of conducting in-depth
studies on emerging economies and regional developments around the world, providing crucial
supporting grounds for the nation’s trade negotiations.

KIEP는 2020년 개원 30주년을 기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통상구조 변화 대응,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내실화 방안, 신흥지역 협력 확대 방안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포용
적 혁신성장 역량 강화에 기여할 선도적인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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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its 30th year of operations in 2020, KIEP is embarking on a new phase in its mission at the
forefront of leading polic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inclusive and innovative growth of Korea,
conducting research on responses to changing global trade structures in the post-COVID era,
substantial 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New Southern and New Northern policies, and measures to
further expand cooperation with vibrant economies in emergi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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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Program

시간

내용

Time

Content

08:30~09:00

등록

08:30~09:00

Registration

개회식
개회사
9:00~10:00

김흥종  KIEP 원장

Opening Remarks

축사

정세균  국무총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장희  KIEP 2대 원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기조연설

Mukhisa Kituyi  UNCTAD 사무총장

10:00~10:20

Opening Session

커피브레이크

9:00~10:00

Congratulatory
Remarks

Sye-kyun Chung  Prime Minister
Kyoung-Ryung Seong  Chairperson, NRC
Jang-Hee Yoo  Former President, KIEP
Bokyeong Park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Affairs

Keynote Speech

Mukhisa Kituyi  Secretary-General, UNCTAD

10:00~10:20

Coffee Break

세션 1  2030년 세계경제전망과 한국의 전략

좌장
기조연설
10:20~11:40

Session 1  The Global Economy in 2030: Strategies for Korea

이경태  KIEP 4, 6대 원장

Chair

David Vines  옥스퍼드대 교수

발표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양두용  경희대 교수

토론

이영섭  서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Kyung Tae Lee  Former President, KIEP

Keynote Speaker
10:20~11:40

오찬

Yeongseop Rh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ho Shin  Professor, Korea University

11:40~13:40

Luncheon

세션 2  디지털 시대의 통상

좌장
기조연설
13:40~15:10

Chair

발표

안덕근  서울대 교수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토론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이규엽  KIEP 신통상전략팀장

15:10~15:30

Session 2  Trade in Digital Era

채욱  KIEP 7대 원장
Caroline Freund  세계은행 글로벌 디렉터
Fukunari Kimura  게이오대 교수 겸 ERIA 선임 이코노미스트

커피브레이크

기조연설

13:40~15:10

15:30~17:00

17:0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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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종화  고려대 교수
박성훈  고려대 교수

토론

정영록  서울대 교수
박인원  고려대 교수

In Soo Kang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yu Yub Lee  Head of Team, KIEP

Discussants
15:10~15:30

Coffee Break
Session 3  Future of Asia: The Asian Century has Begun

Chair
Keynote Speakers
15:30~17:00
Speakers
Discussants

폐회식

Caroline Freund  Global Director, World Bank
Fukunari Kimura  Professor/Chief Economist, Keio University/ ERIA
Duk Geun Ah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min Choi  Presid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Speakers

안충영  KIEP 5대 원장
Peter Drysdale  호주국립대 교수
David Dollar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Wook Chae  Former President, KIEP

Keynote Speakers

세션 3  아시아의 미래

좌장

David Vines  Professor, Oxford University
Sungbae An  Director, KIEP
Doo Yong Yang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Speakers
Discussants

11:40~13:40

Heungchong Kim  President, KIEP

17:00~17:10

Choong Yong Ahn  Former President, KIEP
Peter Drysdale  Professor,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avid Dollar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Jong-Wha Lee   Professor, Korea University
Sunghoon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Young-Rok Cheo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nwon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Clos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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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Opening Remarks

개회식
Opening Session
| 개회사

Opening Remarks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KIEP 원장
Heungchong Kim  President, KIEP
| 축사

Heungchong Kim | President, KIEP

Congratulatory Remarks

정세균  국무총리
Sye-kyun Chung  Prime Minister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Kyoung-Ryung Seong  Chairperson, NRC
유장희  KIEP 2대 원장
Jang-Hee Yoo  Former President, KIEP
박복영  경제보좌관
Bokyeong Park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Affairs
| 기조연설

Keynote Speech

Mukhisa Kituyi  UNCTAD 사무총장
Mukhisa Kituyi  Secretary-General, UNCTAD

약력

Bio

김흥종 박사는 지난 19년 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헌
신적으로 근무해왔으며, 2020년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 취
임했다.
김흥종 박사는 경제, 무역 및 외교 정책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
책 결정 과정에 깊이 참여해왔다. 부총리 자문위원/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자문위원직을 맡은 바 있으며, 한-EU FTA 협상 과정에
서 외교통상부의 전문가 자문위원직을 역임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에 G20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아시아유
럽정상회의(ASEM) 및 브렉시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UC
버클리에서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로 있었으며, 그 외 파리의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브뤼셀의 브뤼셀자유대학(VUB), 이스탄불의
마르마라대학교에서도 방문학자로 있었다. 서강대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에서는 겸임교수직을 역임한 바 있다. 2021년 한국EU학회의
회장으로 취임 예정이다.
전문 분야는 무역정책, 유럽연구, 지역통합이다. 70 편 이상의 논
문과 서적을 저술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신문과 TV 프로그램에 적
극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합류하기 전에는
옥스포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명예 펠로우직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와 옥스포드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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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Session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Dr. Heungchong KIM, had serve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for nineteen years
before he has led the institute as President since June, 2020.
He has been deeply involved in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fields of economic, trade and
diplomatic policies. Dr. Kim was among the Advisory Staff to
the Deputy Prime Minister/Minister of Finance & Economy
of Korea, and had been a key adviso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n the Korea-EU FTA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He also advise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n G20,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APEC and Korea’s mid to long-term diplomatic strategy,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n ASEM
and Brexit. He was a visiting scholar in the UC Berkeley as
a Fulbright Scholar and held visiting positions at Ifri (Paris),
VUB (Brussels) and Marmara University (Istanbul). He served
both Sogang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as
Adjunct Professors. He is the President-elect of EUSA-Korea
(Europe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in 2021.
Dr. Kim’s expertise includes trade policy, European studies,
and regional integration. He has published more than 70
papers and books, and has actively contributed to various
newspapers and TV programs in Korea and abroad. Before
joining KIEP, Dr. Kim was an Honorary Member of the High
Table in Christ Church, Oxford. Dr. Kim read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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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정세균 | 국무총리

성경륭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Sye-kyun Chung | Prime Minister

Kyoung-Ryung Seong | Chairperson, NRC

약력
| 학력 |
2017.2

부산대학교 명예 공공정책학 박사

2014.8

전북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

2004.2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1990.4

美 페퍼다인대학교 경영학 석사

1975.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69.1

전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학력 |

| Education |

2017.2

1990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1990 Ph.D, Sociology, Stanford University
1979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Bachelor’s Degree,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orary Doctorate, Public Policy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4.8 Honorary Doctorate, Political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4.2 Ph.D,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1990.4 Master's of Business Administration,
Pepperdine University, United States
1975.2 Graduated with a Bachelor's Degree in Law,
Korea University
1969.1 Graduated from Jeonju Shinheung High School
in Jeonju
| Career |

2020.1.14 ~ 현재    제46대 국무총리

2020.1.14 ~ Present    46th Prime Minister
2016.6 ~ 2018.5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2012.5 ~ 2016.5 Assemblymen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Jongro, Seoul)
2008.7 ~ 2010.8 Democratic Party Chairman
2006.2 ~ 2007.1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4.5 ~ 2012.5 Assemblymen of the 17th, 18th National
Assembly (Jinan, Muju, Jangsu, Imsil)
1996.5 ~ 2004.5 Assemblymen of the 15th, 16th National
Assembly (Jeonbuk: Jinan, Muju, Jangsu)
1978.1 ~ 1995.6 Ssangyong Group Vice-President /
Executive Director

2012.5 ~ 2016.5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종로)
2008.7 ~ 2010.8
2006.2 ~ 2007.1

민주당 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1996.5 ~ 2004.5

제17, 18대 국회의원(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제15, 16대 국회의원(전북 진안 . 무주 . 장수)

1978.1 ~ 1995.6

쌍용그룹 부장 / 상무이사

2004.5 ~ 2012.5

Bio

| Education |

| 약력 |
2016.6 ~ 2018.5 국회의장

약력

Bio

197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77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약력 |

| Career |

2018.2 ~  제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03.4 ~ 2007.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

2018.2 ~ The 7th Chairma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2010 Dean, College of Social Sciences, Hallym University
2008.12 ~ 2009.6 Director,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Hallym University
2007.9 ~ 2008.2 Chief of Staff for Policy, Presidential
Secretariat, Office of the President
2004.4 ~ 2020.2 Professor in Soci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s, Hallym University
2003.4 ~ 2007.9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저서 |

| Publications |

2017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21세기북스

2017 <Plan for a New Korea, Inclusive State>, BOOK21
2015 <Korea Inequality, Dreaming of a Welfare State>,
Humanitas
2014 <The Crisis of Modern Civilization: in Search for an
Alternative Civilization of Shared Growth>,
Nanam Publishing House
2013 <Prospect of Balanced Society and Decentralized State>,
Hanul Academy
2012 <Sociology of Regional Creation>, Sowha
2007 <New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and 4th Generation
R&D for National Wealth Creation>,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2005 <Design and Balanced Growth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ortheast Asia Era>, JPlus
2004 <Vision and Strateg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ongdowon
2003 <Building a Decentralized State>, Nanam Publishing House
1996 <Nation State Reform Theory>, Hallym University Press
1995 <Political Sociology of Regime Change>, Hanul Academy

2010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2008.12 ~ 2009.6  한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2007.9 ~ 2008.2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04.4 ~ 2020.2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2015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
2014 <현대문명의 위기: 공생의 대안문명을 찾아서>, 나남출판사
2013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 한울아카데미
2012 <지역창조의 사회학>, 소화
2007 <국부창출을 위한 新산학협력과 제4세대 R&D>,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동북아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
제이플러스애드
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2003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
1996 <국민국가개혁론>, 한림대출판부
1995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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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유장희 | KIEP 2대 원장

박복영 | 경제보좌관

Jang-Hee Yoo | Former President, KIEP

Bokyeong Park |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Affairs

약력

Bio

약력

Bio

| 학력 |

| Education |

| 학력 |

1963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63 B.A., in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9 M.A., in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972 Ph.D., in Economics, Texas A&M University

19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1.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9.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69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엔젤레스 캠퍼스(UCLA) 경제학 석사
1972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 박사

| 경력 |

| Professional Experiences |

1992-19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1992-1997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994-1996   Member of Eminent Persons Group, APEC
1997-2005 De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2000-2002 Chairman, Advisory Committe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1-2002 President,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2003-2004 President, Korea Economic Association
2004-2006 Vice President, External Affairs, Ewha Womans
University
2010-2012 Vice Chairman,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Office of the President
2006-Present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ersity
2007-Present Member,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Korea
2011.3-2012.2 Chairman, Board of Directors, POSCO
2012.3-2014.7 Chairman,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2014.9-Present  Advisor of Maeil Media Group, Korea
2020.7-Present Governor, Rotary International 3650 District

1994-199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저명인사그룹 회원
(Member of Eminent Persons Group)
1997-2005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
2000-2002 외교통상부 자문위원회 위원장
2001-2002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2002-2008 한국APEC학회(ASAK) 창립자 및 회장
2003-2004 한국경제학회 회장
2004-2006 이화여자대학교 대외 부총장
2010-2012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06-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2007-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2011.3-2012.2   POSCO 이사회 회장
2012.3-2014.7  동반성장위원회(NCCP) 위원장
2014.9-현재    매경미디어그룹 상임고문
2020.7-현재    국제로터리 3650 지구 총재

| 수상경력 |

| Honors and Awards |

1998 대한민국정부 국민훈장 동백장

1998 National Decoration of Honor (Camelia),
Korean Government

18

| Education |

PhD: 1998.8 Economic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1991.2 Economic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1989.2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약력 |

| Career |

2020.3 ~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

2020.3 ~    Economic Advisor, Presidential Secretariat,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
2013.3 ~     Professor of Economics,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2017.12 ~ 2020.3 Member,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2018.9 ~ 2020.3 Member, Special Committee on Incomeled Growth
2011.12 ~ 2013.2 Civilian committee member,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2018.6 ~ 2019.8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015.9 ~    Auditor, Korea International Finance Association
2002.11 ~ 2013.2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9.10 ~ 2010.4 Visiting scholar, Johns Hopkins SAIS
2000.2 ~ 2000.10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3.3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경제학 교수
2017.12 ~ 2020.3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8.9 ~ 2020.3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2011.12 ~ 2013.2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018.6 ~ 2019.8

경희대학교 국제학연구원 원장

2015.9 ~ 한국국제금융학회 감사
2002.11 ~ 201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9.10 ~ 2010.4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SAIS 방문학자

2000.2 ~ 2000.10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방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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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ukhisa Kituyi | UNCTAD 사무총장
Mukhisa Kituyi | Secretary-General, UNCTAD

약력
케냐 출신 무키사 키투이(Mukhisa Kituyi) 사무총장은 2013년 9월
1일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7번째 사무총장이 되었
다. 첫 4년 임기를 마치고, 2017년 7월 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되었으
며, 그해 9월 1일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키투이 사무총장은
선출직 관료, 학자, 고위 공무원으로서 폭넓은 경력을 갖추고 있으
며, 무역 협상, 아프리카 및 국제 경제 및 외교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
이 있다.
1956년 케냐 서부 분고마 출신으로, 케냐 나이로비대학교와 우간
다 캄팔라의 마케레레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국제 관계를 수학했으며
1982년 학사 학위를 받았다. 노르웨이 베르겐대학교에서 1986년에
철학 석사를, 이후 1989년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1991년에 걸쳐 노르웨이 크리스티안 미켈센 연구소에서 연
구자로 근무하였고, 1991~1992년에는 나이로비에 있는 아프리카기
술연구센터(ACTS)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했다. 1992년 케냐 국
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두 차례 재선되었다. 2002~ 2007년에는
케냐 통상산업부 장관직을 맡았다. 이 기간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
장 각료회의(COMESA)와 아프리카 통상장관회의의 의장직을 2년간
수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 국가 각료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으며, EU-ACP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동·
남아프리카 장관들의 수석 협상가 역할을 맡기도 했다. 2005년 홍콩
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을 주
재했다.
키투이 사무총장은 2008~2012년에 걸쳐 동아프리카 공동체
(EAC) 국가 대통령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역내 경제 연계를 구축하
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전문가 그룹의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2011~2012년에 걸쳐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
동하면서 범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틀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사무총장 당선 직전,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케냐 거버넌스 연구소
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 연구소는 학술 연구와 공공 정책 개
발 연계에 초점을 맞춘 싱크탱크 및 압력 단체다.
2012년에는 미 워싱턴 D.C.에 위치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프리
카 성장 이니셔티브’의 비상주 연구원(non-resident fellow)으로도 활
동했다. 2011년에는 동일한 곳에서 상주 학자로 있었다.

20

Bio
Mukhisa Kituyi, of Kenya, became UNCTAD's seventh SecretaryGeneral on 1 September 2013. After serving an initial four-year term, he
was re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July 2017 for an additional
term that began on 1 September that year. Dr. Kituyi has an extensive
background as an elected official, an academic, and a holder of high
government office. He also has wide-ranging experience in trade
negotiations, and in African and broade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diplomacy.
He was born in Bungoma District, western Kenya, in 1956.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Nairobi
and at Makerere University in Kampala, Uganda, receiving a BA in 1982.
He went on to earn an MPhil in 1986 and a doctorate in 1989 from the
University of Bergen, Norway.
Dr. Kituyi served as a researcher at Norway's Christian Michelsen
Institute from 1989 to 1991, and as Programme Director of the African
Centre for Technology Studies in Nairobi from 1991 to 1992. He was
elected to the Kenyan Parliament in 1992, and was twice re-elected. He
was Kenya's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from 2002 to 2007. During
this period, Dr. Kituyi chaired for two years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and
the African Trade Ministers' Council.
He also served as chairma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CP) Group of States, and was lead negotiator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ministers during the European
Union-ACP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egotiations. He was
convenor of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carried out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Sixth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Hong Kong, China in
2005.
From 2008 to 2012, Dr. Kituyi was a member of a team of experts
advising the presidents of the nations of the East African Community on
how to establish more effective regional economic links. From 2011 to
2012, he was a consultant for the African Union Commission, where he
helped to develop the structure for a pan-African free trade area.
Immediately prior to becoming Secretary-General, Dr. Kituyi was
Chief Executive of the Kenya Institute of Governance, based in Nairobi.
The Institute is a think tank and advocacy organization that focuses on
linking academic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public policy.
During 2012, Dr. Kituyi also served as a non-resident fellow of the
Africa Growth Initiative of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He was a resident scholar there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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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Chair

세션 1
Session 1
| 좌장

Chair

이경태 | KIEP 4, 6대 원장

이경태  KIEP 4, 6대 원장
Kyung Tae Lee  Former President, KIEP
| 기조연설

Kyung Tae Lee | Former President, KIEP

Keynote Speaker

약력

David Vines  옥스퍼드대 교수
David Vines  Professor, Oxford University

Bio

서울대학교 경제과를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
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발표

Speakers

산업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부원장을 역임하였고 2대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 An  Director, KIEP

에 걸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직에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의 한국대표부 대사를 지냈고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

양두용  경희대 교수
Doo Yong Yang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원 원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국경제론을 강의하였고

| 토론

Dr. Lee received a B.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in Economics from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지인 ‘Korea Observer’의 편

Discussants

집주간을 맡기도 하였다.

이영섭 서울대 교수
Yeongseop Rh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을 저술하였

신관호  고려대 교수
Kwanho Shin  Professor, Korea University

고 다수의 신문 기고문을 모아서 두권의 칼럼집을 내었다.

He worked for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 for a long time and later served as a vice
president and served two terms as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He took up his duties
as Ambassador of Korea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He taught Korean Economies a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was an executive editor
of Korea Observer, a journal part of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Journal List.
He wrote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ustrial Policy and
The Third Way to Equality and published two collections of
newspaper columns.

세계경제전망과 한국의 전략

The Global Economy in 2030: Strategies for Korea

많은 경우 경제성장의 혜택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돌아갔다.

Too often, growth has benefited the few and not the
many. Today, the richest 10 percent has captured around
60 percent of income growth, while the poorest 50
percent has only captured around 10 percent. Inclusive
growth has been part of the global discourse for the
past decade and continues to be a top priority for today
and coming decades. The question is how to ensure
globalization and digitalization work for everyone, not
just the few. Policies that focus on inclusiveness and wellbeing not only reduce inequalities but can also put our
economies back on a more sustainable growth path. For
growth to be inclusive, it is essential to have productivity
enhanced and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created.

오늘날 가장 부유한 세계인구 상위 10%는 소득증가의 약 60%
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약 10%의 혜택만을 가져갔다. 포
용적 성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 담론의 주제 중 하나였으며,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최우선순위로 다
뤄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혜택이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
이다. 포용과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불평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고용 기
회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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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경제 협력: 한국의 시사점 |

David Vines | 옥스퍼드대 교수

코로나 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의 경제정책 수

또한 무역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선진국의 지출이 감소하면

립에 있어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서 많은 최빈국들의 교역조건이 무너졌다. 보호무역주의가 확

국제 금융 협력이다. 이를 통해 신흥국 및 최빈국 정부가 선진국

산되고 국제 무역의 개방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더해 서비스

과 같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지출을 확대하는데

부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슈들은 단순히 관세를 낮춰 해소할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개발 뿐 아니라 질병예방을 위한 자원 제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국제 규제 일관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공 등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들이 존재하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

협력체계를 관리하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관련 기구들의 기

를 위해서는 IMF, 세계은행, WHO 및 WTO 등을 포함한 국제기
구들의 약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협력을 이

금지원 문제는 큰 우려로 떠올랐다.

끌어내는데 있어 한국의 지원은 특히 중요할 것이다.

David Vines | Professor, Oxford University

약력
데이비드 바인스(David Vines) 교수는 옥스포드대학의 경제
학 명예교수이자 발리올 칼리지(Balliol College)의 명예 펠로우이
다. 바인스 교수는 옥스포드 마틴스쿨(Oxford Martin School) 신경
제사고연구소(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의 윤리경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으며, 런던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인스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 금융 및 세계경제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며 초기 연구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
임스 미드(James Meade) 경제학자와 케임브리지에서 진행했다.
바인스 교수와 미드는 인플레이션 타게팅 국가들에 관한 초기연구
논문을 다수 출간했다. 바인스 교수는 현재 국제 거시경제 협력, 코
로나 시대의 거시경제 이론 및 호주의 거시경제정책의 역사 등에
관해 저술하고 있다.
바인스 교수는 멜버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및 수학 학사를 취
득하였고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를 받았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Adam
Smith’ 교수직에 재직했으며,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경제사회
연구위원회(ESRC) 세계경제기관 연구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했
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럽연합 제7차 글로벌 거버넌스
정치경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인 정치 . 경제 . 글로벌 거버넌
스 유럽지역(PEGGED)의 연구총괄 디렉터를 맡았다.
바인스 교수가 최근 출간한 도서로는 MIT의 피터 테민(Peter

Bio
David Vines is Emeritus Professor of Economics, and
Emeritus Fellow of Balliol College, at Oxford University. He is
also the Director of the Ethics and Economics Programme at
the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in the Oxford Martin
School and a Research Fellow of the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in London.
David’s research is on macroeconomics, finance, and
global economic governance; His initial work was with the
Nobel-Prize winner James Meade in Cambridge; together
they published some of the earliest research on inflationtargeting regimes. He is currently writing about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ooperation, the reconstruction of
macroeconomic theory at the time of covid, and the history
of macroeconomic policymaking in Australia.  
David obtained a BA in Economics and Mathematics from
Melbourne University, and an MA and PhD in Economics
from Cambridge University. Between 1985 and 1992 he
was Adam Smith Professor of Political Economy at Glasgow
University. From 1994 to 2000 he was the Director of the
ESRC Research Programme on Global Economic Institutions,
and from 2008 to 2012 he was the Research Director of
PEGGED, a European Union Framework Seven Research
Programme on the European Dimension of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Global Governance.

Temin) 교수와 공동 집필한 ‘리더 없는 경제(The Leaderless
Economy)’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 2013)와 ‘케인즈경제학: 세
계경제에 유용한 경제학(Keynes: Useful Economics for the World
Economy)’ (MIT 출판부, 2014) 등이 있다. 2014년에는 닉 모리스
(Nick Morris)와 공동 편집한 저서 ‘Capital Failure: Restoring Trust
in Financial Services (OUP)’가 있다.

Abstract
|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 Post Covid Era: the implications for Korea |
The Covid crisis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issues of international regulatory coherence. Thus cooperation

cooperation in economic policymaking for all countries,

is needed in many areas. This calls for a strengthening, not a

including Korea. The first need is for international financial

weakening of international agencies, including the IMF, the

cooperation. This would enable governments in emerging

World Bank, the WHO and the WTO. Korea’s assistance in

market economies, and the poorest countries of the world,

bringing out this cooperation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to be able to spend more, in response to the epidemic, in the
way that more advanced countries have done. There is also a
need for greater cooperation in the provision of public health,
not just in the development of vaccine but in the provision
of resources for disease prevention. How the bodies which
manage this cooperation, including the WHO, should be funded
has become an issue of major concern.

David’s recently publications include The Leaderless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and Keynes:
Useful Economics for the World Economy (MIT Press, 2014),
both written jointly with Peter Temin of MIT. In 2014 David
also published Capital Failure: Restoring Trust in Financial
Services (OUP), which he edited with Nick Morris.

Furthermore there are problems in relation to trade: many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have seen their terms of
trade collapse as spending has fallen in advanced countries.
Protectionism is again rife and the openness of international
trade is now under threat. In addition the issues requiring
attention in the services sector are much more complicated to
deal with than by simply reducing tariffs: there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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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operation in Macro and Financ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 Post
Covid Era: Implications for Korea
David Vines*

• Need for huge fiscal support, world-wide, in response
to COVID, to pay for disease-fighting action and to
preserve the incomes of firms and workers until the
economic recovery comes.
• Many emerging-market econom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prevented from doing this,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October 5 2020
Seoul Korea

– high levels of public debt and external financial constraints.

• Global cooperation is needed to enable them to act.
– At the forthcoming G20 Summit to be held in Riyadh in
November, agreement is needed that these countries can run
much larger budget deficits, up to 6 percent of GDP extra.

*Balliol College, Economics Department and Oxford Martin

School at Oxford University; and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London
1

1

3

Introduction: the need for Cooperation

•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the late 1940s
–
–
–
–

Creation of IMF, World Bank at Bretton Woods
Soon afterwards the Marshall Plan
UN, including WHO
GATT, which became WTO

• Contrast with Post World War I and what happened in the 1930s
• The post-war institutions are now being challenged
• We now face major choices in three areas.
– Macroeconomics and Finance
– Health
– Trade

• My talk draws on an issue of th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called “The Economics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is a supplement to Vol. 36, can be found at
S
www.oxrep.oxfordjourn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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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Benefits would be enormous.

• The COVID-19 pandemic has created a global medical crisis, not
just a national one.
•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so far fallen short,
because of a lack of global cooperation.
• Many of the tasks involved in controlling an infectious disease
like COVID-19 are global public goods

– In the countries carrying out extra fiscal support. GDP would
increase by > 2%, & employment would rise by up to 5%.
– In the rest of the world, output would rise by up to 1%
– Massive agenda item for G20

• Would create additional $US3 trillion in government debt,
world-wide, over 5 years.

– can only be delivered through global cooperation.
– The distribution of COVID-19 diagnostic tests and treatments is
one example
– The discovery of vaccines and their distribution is another example

– Cooperation is needed since countries will face foreignexchange-market pressure and risk of government insolvency

• Action needs support from IMF, to prevent financial crises

• Many activities like this have been underfunded and underprovided until now.
• New funding mechanisms are necessary for WHO
– A major long-lasting challenge

– Also needs stronger collaboration in provision of currency
swaps for counties with liquidity needs
– A massive agenda for IMF & Central Banks as well G 20
5
– These challenges will be long lasting

Special Needs of Poorest Countries

4

7

Cooperation in Trade Liberalisation

• Protectionism is on rise, not just because of the battle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 The Covid pandemic has led to pressures to re-shore
domestic production so as to ensure security of supply.

• Combination of domestic lockdowns & spill-over from global
recession creating severe hardship in Africa.
– puts at risk the gains in sub-Saharan Africa in last 25 years.
• A massive fiscal austerity will be imposed in Africa at wrong time.
– Need for huge increase in 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 keeping domestic fiscal adjustment reasonable would require a
doubling of ODA - an extra $50 billion
– countries would need three times as much aid to fully isolate
them from the COVID-19 shock.
• This is less than 0.5% of the US$10 trillion which has been spent to
combat the pandemic in G20 countries.
• Nevertheless it creates massive agenda for the World Bank, &
challenge for international aid and debt relief processes.
• And the problem goes way beyond Sub Saharan Africa
• The challenges here will also be long-lasting
6

28

Cooperation in Public Health Provision

– Openness to trade is now under especial threat.

• But historical experience suggests that poorer countries
develop most rapidly when they open themselves to
international trade.
– Many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have seen their terms of
trade collapse which makes the continued openness of markets
all the more important for these countri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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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difficult to pursue this openness when the
new issues requiring attention are in the services
sector

• Many hoped for leadership from a proactive,
global Britain after it resolved its divorce with
the EU.

– Important regulatory coherence issues are hard to negotiate
– Much more complicated than simply engaging in tariff reductions.
– Furthermore technological sectors now spectacularly large and
achieve large amounts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support.

– Britain wants, and needs, to push for the loosening of
international trade restrictions in difficult sectors - tech, health,
finance, climate-friendly reform of international regulatory
processes, etc
– But at the same time Britain is
• trying to extricate itself from the Brexit mess which has even
involved threatening to breach international law as part of its
negotiations with the EU
• Trying to achieve the impossible task of negotiating a
satisfactory FTA with the US at the same time .

• Battles ov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learly evident
from the current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 Nevertheless freeing international trade extremely important:
Eastern European countries, southern American countries and
countries in Asia all stand to benefit
• In the short -term the Indonesian proposals for reform of the
WTO are an important item for the G20 agenda.
• In addition it is vital to achieve final agreement on Asia’s
flagship trade agreement,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r RCEP

– Unfortunately it seems likely that Britain will continue to
retreat from globalisation & to carries much less global
weight.

11

9

5

Cooperation in a World without US
Hegemony
.
• The liberal global order and the institutions which have
supported it - the IMF, World Bank, the GATT (now WTO)
and the UN agencies - were created with the support –
indeed leadership - of the US

• If countries in Asia, including Korea, want the
multilateral system to survive, it they need to
promote it, use it and, most importantly, reform it.
• As I have identified, there are challenges in all of:
– Macroeconomics and finance
– Global public health
– International Trade
• Reforms in these areas are – for reasons which I have identified
– unlikely to be led by the US, China and the UK in the way in
which they were led by the UK and the US after World War II
• The G20 Summit in November is an opportunity for Korea,
along with Australia, India, Indonesia and Japan to seek for
reform in all of these areas.
• It is also important that, at the same time, Korea work with
others in the region to finalise agreement on Asia’s trade
agreement,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r RCEP
12

– This order is now under attack as US hegemony declines

• The United States has shelv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shown contempt for trade rules and trade
partners, withdrawn from the Paris Agreement and cut
funding to the WHO.
• China has responded to US with its own form of managed
trade & of state support which flouts WTO rules
• Furthermor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t risk of
undermining the multilateral ord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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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시
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 요인에 따른 거래비

인식과 내재화와 그리고 각국 정부의 위기대응 결과로 구조적

용 상승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협력에 기반한 해법 도출의 가

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위험의 내재화는 비대면경제와

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의 보건 위험은 실질적인 거래

디지털경제의 확대, 대상국 리스크와 공급망 회복력 등을 고려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을 요

한 보다 안전한 생산체계 선호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

구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은 장기간 전역적인 물리적 제약을 경

화 및 다핵화 촉진, 보건위험의 차별적 노출에 따른 불평등 인식

험하면서 경제적 선택에서 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되었

및 정치적 압력의 심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각국의 위기대

안성배 |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다. 자연재해의 경우 일시적인 충격이 공급망을 타격하면서 경

응의 결과로 정부개입의 항구적 강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Sungbae An | Director, KIEP

제적 영향이 확산되는데 반해, 팬데믹은 방역활동으로 충격의

출구전략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약력
안성배 박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이자 국
제거시금융실 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6년 대외경제정책연구
원에 입사하기 전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에서 강의했다. 연구 주제
는 실증적 거시경제(empirical macroeconomics), 특히 구조적 거시
경제모형의 베이지안 추정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논문
들은 『계량경제학리뷰(Econometric Review)』, 『미국경제저널: 거
시경제학(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PLoS
One』 등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현재 『아시안 이코노믹 페이퍼(Asian Economic Papers)』誌 편집
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경제는 경제주체의 보건위험

지속성과 국지적 순환성이 결정되고 이와 함께 경제적 영향이

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종

가중된다.

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io
Sungbae An is senior research fellow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finance department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Prior to joining the KIEP in 2016, he taught at the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lie in the
area of empirical macroeconomics, especially in Bayesian
estimation of structural macro models, and his research has
been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including Econometric
Review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and
PLoS One.
He currently serves as an editor of Asian Economic Papers.
He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holds M.A. and B.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Changes in Perception around the Global Economy Triggered by COVID-19 |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is accelerating

the possibility of health risks will lead to expanding untact

a paradigm shift in the global economy. The issue of

and digital economy, regionalization and multi-centralization

increasing transaction cost caused by political reasons since

of global value chains triggered by a shift towards saf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d the potential of being solved

production systems that consider countries’ risks and the

through mutual collaboration. The health risk triggered by

resilience of supply chains, deepening inequalities caused

the pandemic, however, is linked directly to the actual rise

by differentiated exposure to health risks and political

in transaction cost and requires a more fundamental and

pressure. Furthermore, countries’ response to the crisis will

scientific solution. Economic agents experienced global and

lead to stronger and lasting government intervention and

long-term physical restrictions and have come to consider a

uncertainties around the exit strategies of expansionary fiscal

wider range of circumstances in making economic choices.

and monetary policies. Amid these circumstances, economic

While natural disasters deliver temporary shocks to supply

agents, including households, companies, and governments,

chains spreading its impact across the economy, the duration

must establish more comprehensive measures and strategies

and scope of pandemic-triggered shocks is defined by

with long-term perspective.

quarantine activities which further add to the economic
impact.
Therefore, the global economy post COVID-19 is expected
to experience a structural change as a result of economic
agents’ enhanced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of health
risks and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crisis. Intern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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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개원 30주년 세미나

Ⅰ. 코로나19의 전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2020년 10월 5일

1. 코로나19의 전개

목차

보건충격의 지속
 [전세계] 누적 확진자 3,140만 명, 사망자 96만명 (‘20.9.22)
(단위: 명)

Ⅰ. 코로나19의 전개
Ⅱ. 세계화의 위축

Ⅲ. 경제환경의 변화

주: 일일 확진자(점선)와 14일 이동평균(실선), 사망자(막대).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저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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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의 전개

1. 코로나19의 전개

2020년 세계경제 성장전망

방역의 경제적 영향: 공급망을 통한 확산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변화

도쿄의 비본질적 경제활동 봉쇄가 일본 전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2020(KIEP, '20.5)

2020(IMF, '20.6)

2020(OECD, '20.9)

2019

8
6.1

6
4

2.9

2

2.3

2.2 1.8
1.0

1.2

0

5.3

1.3

0.7

-6

1.1

-0.3

-2
-4

4.8

2.0

-2.0

-2.6
-4.5
-4.9

-8

-3.8
-6.0
-8.0

-10

-7.3

-6.2 -5.8 -5.8

세계

미국

-5.3
-6.6 -7.3

-7.9

-10.2

-12

-4.5

-4.9

-10.2

유로지역

일본

중국

-6.5
-9.1

ASEAN5

인도

러시아

브라질

주: 1) PPP환율 기준.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KIEP, IMF, OECD.

주: https://youtu.be/-WTg4pWc9HI
자료: Inoue and Tod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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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의 전개

1. 코로나19의 전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방역의 경제적 영향: Trade-off
 수도권 2.5단계: 8/30~9/13

분기별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이동 추이: 서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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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7

-5.4
-9.5

-10.0
-14.7

-20

-11.3

-30
'20.Q1

-1.4

80
60
40

0

-5.6

-20

-11.4

-18.9

-25

-0.1

100

20

-3.0
-6.8

브라질

3.2

3.3

러시아

1.4

0

인도네시아

5

인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유로지역

일본

미국

중국

한국

10

(단위: 기준 값 대비 %)

120

-40

-17.7

-22.1

-21.7

-60

-23.5

7/5

7/12

7/19

소매점 및 여가시설

'20.Q2

주: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OECD.

8/2

식료품점 및 약국

8/9
공원

8/16
대중교통 정거장

8/23

8/30
직장

9/6
주거지

자료: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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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의 위축

세계화와 교역
세계 무역비중

Ⅱ. 세계화의 위축

한국 무역비중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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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서비스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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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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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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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13 '15 '17 '19

자료: World Bank.

자료: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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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환경 변화

중국의 부상

세계화 진전

전세계 GDP 대비 주요국 GDP 비중

세계화 위축 국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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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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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

글로벌 금융위기

60

안보 불확실성 감소

보호주의 강화

50

기술진보 (ICT, 공정개선)

불평등, 양극화의 정치적 압력

GVC 전개

GVC 둔화

20

국제분업

국경 간 거래비용 상승

10

국경 간 거래비용 하락

국제 에너지 시장 재편

신흥국 보건의료 여건 개선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4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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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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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2
6.8

4.5
4.8
6.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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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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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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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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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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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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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6

'00
중국

16.7
13.9

'05
미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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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5
인도

아세안5

'17
러시아

'19
브라질

한국

주: PPP 기준.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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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의 위축

불평등의 확대

미중 통상분쟁
무역마찰

(단위: %)

(`18년 12월
~`19년 4월)

(`18년 7월~`18년 11월)

협상 결렬

휴전

(`19년 5월
~6월)

(`18년 7월)

확전

(`18년 8월~)

1단계 합의

1차 리스트

2차 리스트

3차 리스트

2018.7.6

2018.8.23

2018.9.24

2018.12.1.

2019.5.10

2019.6.29

2019.8.1 발표

2019.10.11 발표

중요제조기술
관련 제품
818개 품목
(340억 달러)

중국 IT산업
279개 품목
(160억 달러)

중국 중간재
5,745개 품목
(2,000억 달러)

G20 정상회의,
양국 정상회담

3차 리스트
관세율 인상
10%→25%

G20 정상회의,
양국 정상회담

소비재 포함
3,805개 품목
(3,000억 달러)

2019.10.15 예정된
1~3차 리스트
25%→30% 관세율
인상 계획 연기

25% 관세

25% 관세

10% 관세

환율조작국 지
정 예고

미
국

협상 및 휴전

무역분쟁

(`16년 하반
기~)

“코끼리 곡선”

4차 리스트

양국의 90일 이내
협상 완료 노력 합의
2019.1.1 예정된
3차 리스트 관세율
인상 계획 연기

45% 관세 부과
예고

추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019.5.15
화웨이 거래 제한

협상 재개
추가관세 부과
유예
화웨이 판매
허용

10% 관세 부과

2019.9.1/12.15

2019.12.13 발표

2019.8.5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2019.12.15 예정된
1,6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무기한 연기

2019.8.23 발표
4차 리스트
관세율 15%로 인상

첨단산업
규제·제제

1~3차 리스트
관세율 인상
25%→30%

2019.10.1

2019.9.1 부과된
1,1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율
인하
15%→7.5%
2020.1.14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해제

보호무역주의
경고

중
국

중국의 정책수
단 강조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품목
(340억 달러)

보복관세 부과
예고

자료: World Income Inequality Report 2018.

25% 관세

미국 에너지 산
업
333개 품목
(160억 달러)
25% 관세

미국 수입제품
5,207개 품목
(600억 달러)
5~10% 관세

13

미국으로부터
콩, LNG, 원유 등의
수입을 재개
IT 시장 개방 고려
펜타닐 규제 강화

2019.6.1
3차 리스트
관세율 인상
5~25%

콩 54.5만 톤
즉각 구매

2019.8.23 발표
5,078개 품목
(750억 달러)
5~10% 관세

2019.9.1/12.15

미 농산물 구입
약속
(400~500억 달러)
2019.12.15 발효
예정의 4차
추가관세 보류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 추가관세 중단

15

2. 세계화의 위축

보호무역주의 심화
전세계 보호무역조치 건수

Ⅲ. 경제환경의 변화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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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SSG

2013

2014

수량제한

2015

2016

2017

2018

관세할당

자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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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

일의 미래

세계화 위축 국면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보호주의 강화
불평등, 양극화의 정치적 압력

GVC 둔화
국경 간 거래비용 상승

보건위험의 내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GVC 재편
불평등 인식 심화
위기대응의 결과

국제 에너지 시장 재편

정부개입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불확실성 확대
자료: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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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환경의 변화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

가치사슬의 지역화 및 다핵화

19

 대상국 리스크와 공급망
회복력 등을 고려한 보다
안전한 생산체계 선호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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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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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조치와 양적완화

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

 신용경색 우려에 따른 금융부문 불안정

연평균 성장률

 금융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는 글로벌 금융위기 최고치(80.86, ’08.11.20)를 경신

(단위: %)

 미국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비롯한 금융안정조치 시행

VIX

12

미국 연준의 총자산

10
(단위: 조 달러)

8

8

90

4.9 (2000-09)

7

82.69

70

7.3 (1990-99)

6

'20.3.16.

80

6

60

3.3 (2010-19)

4

5

2

4

0

50
40
30

3

20

2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4

10

1

9/7

8/24

8/10

7/27

7/13

6/29

6/1

6/15

5/4

5/18

4/6

4/20

3/9

3/23

2/24

2/10

1/27

1/13

0

-6

0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자료: Datestream.

세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23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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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력의 소진

성장경로의 회복?

 IMF는 2020년말 전세계 정부부채 101%, 2020년 재정적자 14% 전망 (재정지출 증가, 세수 감소)

 장기적으로는, 신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 따를 전망

 신흥국의 해외자금조달 및 차환의 난항이 예상됨.

전세계 정부부채와 재정적자의 변화

IMF 전망(’20.6)

해외자금조달과 외환보유고

OECD 전망(’20.9)
(단위: ‘19.Q1=100)

(단위: ‘19.Q4=100)

(단위: %p, GDP 대비 비중)

자료: OECD.

자료: IMF.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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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외 리파이낸싱의 필요성(가로축)과 외환보유고의 적절성(세로축).
자료: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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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의 전략 |
2020년 세계 경제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경기침체의 파고

국가들의 경제 취약성이 더욱 노정될 것이다. 최근 미 연준을 비

를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과 개도

롯한 중앙은행간 스왑 거래 확대 및 IMF의 새로운 facility의 제시

국들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IMF의

는 이러한 맥락에서 고무적인 조치이다.

예측에 의하면 2020년 세계경제는 -4.9%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하락은 두드

낙관적인 기대에 따라 2021년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러진다. 미국은 2020년 -8%의 경기하락이 예상되며 유럽 역시

기대된다고 해도 이는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의 성장하락을 추정하고 있다. 신흥국들 역시 급격한 불황

대부분 국가들의 확대 거시경제 정책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

양두용 | 경희대 교수

을 기록하고 있다. 최소 -3%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지고 있다. 부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국가와

Doo Yong Yang |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pandemic 위기로 인해 향후 경제 전망에 있어 경제 성장 수준을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 경기회복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경

다. 특히 국제적인 유동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는 신

기침체 추이의 방향성과 충격지속기간은 중요하다.

흥시장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약력
양두용 교수는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2010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I)에서,
2000~2010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고, 특히 2007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문위원 및 국
제결제은행(BIS)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학술지 『Korea
and the World Economy(한국과 세계 경제)』의 편집 간사를 맡고
있다. 2000~2001년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위원회, 외교통상부 금융포럼, 외교통상
부 금융개발운영회 등에 몸담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국제금융이며, 자본 흐름, 신흥시장 경제, 외환시
장, 통화 정책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많은 논문을 발간했다.

Bio
Doo Yong Yang is a Professor of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yung Hee University. In addition to his current
position, he has been work for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DBI) from 2008 and 2010.and a Research Fellow
for KIEP (2000-2010). He has also served as a consultant for
the Asian Development Bank (2007) and Senior Research
Fellow,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07). He is an
Associate Editor of Korea and the World Economy. He also
worked for an advisor at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2000-’01). He has also been a member of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f Korea, Financial Forum i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Korea, as well as Financial Development Steering
Committee in MOFE.

전세계적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대내적으로 확고한 확대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V-shaped 경기 회복이다. 코로나 pandemic

recession curve를 완만히 유도함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 안정에

은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위기가 종식되면 기존 경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기 회복기에는 더욱 재정과 통화정책

제 수준으로 급격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과 정부의

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경기 회복기에 발생

희망사항이다. 둘째는 U-shaped 경기회복이다. 코로나로 인한

할 수 있는 beggar- your- neighbor 정책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health shock은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경제 체제에 영향을 미치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무역 장벽 강화

는데 이러한 경제 충격은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향후 경제의 방

를 억제하고 환율 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에

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충격의 성격, 기간 그리고 정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G-20을 통한 세계 경제 협
력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거의 활동

부 정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금융체제의 논의에 방향성을 제시할
코로나 충격은 의료 충격(medical shock)이다. 따라서 일시적

필요가 있다. ASEAN+3에서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공조

충격이다. 이는 공급 충격으로 이어진다. 국내 뿐만 아니라 글

를 제기하고, CMIM의 확대 및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수요 충격도 발생한다.

로 회원국의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염의 위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비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 더욱이 공급 충격으로 인해 생산이 축소됨에 따

His field of study is international finance and has published
widely on economic issues, including capital flows, emerging
market economies, foreign exchange markets, and monetary
policy.

라 노동 수입이 감소하면 이는 수요를 더욱 악화시킨다. 수요와
공급 충격은 지속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
은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 충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은 불확실성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수요와
공급 충격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불
확실성은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기간을
더욱 길게 만들 수 있다.
코로나 충격은 금융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업이나 가계
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부채가 증가하면 연속적인 파산이 발
생한다. 이는 금융 위기로 이어 질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대부분의 정부는 확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 충
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은
크게 발생하였으나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2021년이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 충격이 금융 충
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금융 위기로의 전개는 세계적인 위험
회피 정도(risk aversion)를 높이게 되어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현
상을 촉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흥국 및 개도국의 자본 유출
이 확대되고 환율 절하 등으로 이어져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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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orld Economic Outlook and Korea’s Strategy |

In 2020, the global economy faced a historically
unprecedented economic recession. The economic shock
triggered by COVID-19 pandemic led to a global recession
not only in advanced nations, but also in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a recent forecast by IMF,
the global economy is predicted to record a -4.9% growth
rate in 2020. The economic decline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is prominent. The US is expected to show
an economic decline of -8% this year with Europe at -10%
growth rate. Emerging economies are also going through
sudden economic downturn with recession expected at
around at least -3% level. Due to the circumstances, the
pandemic-triggered crisis makes it difficult to predict future
economic growth and might not be of huge significance.
What is important is the direction of the economic downturn
trend and how long the shock lasts.
There are generally two economic outlooks to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crisis. First is a V-shaped economic
recovery. This refers to a recovery that when a vaccine or
treatment is developed bringing closure to the crisis, it will
bring a rapid recovery to pre-pandemic levels. This is what
companies and governments hope will happen. The second
is a U-shaped economic recovery. This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health shock triggered by COVID-19 has an
impact on various economic systems such as demand and
supply, meaning that the economic shock will last longer.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future economy, we need to
take a deeper look into COVID-19 shock, its characteristics,
duration, and government policies.
The COVID-19 shock is a medical shock and therefore,
a temporary shock. This leads to a supply shock. It has an
impact not only in domestic supply chains, but also global
supply chains.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demand
shock. Consumption itself may drop, directly or indirectly,
due to the risk of a further spread of the pandemic.
Furthermore, if labor income drops following a reduction
in production caused by supply shock, it will worsen the
demand. And such demand and supply shocks may be
lasting. Most analyses based on theoretical models predict
that economic recession will continue due to the lasting
demand and supply shocks. COVID-19 shock also causes
an uncertainty shock. And uncertainties that lie across
the entire economy from uncertainties around the end of
COVID-19 pandemic to uncertainties around government
policies responding to demand and supply shocks will lead
to uncertainties around economic recovery, making the
duration of the economic recession even longer.

50

The COVID-19 shock can also cause a financial shock.
When financial circumstances of companies or households
worsen and debt increases, it will cause a domino of
insolvencies. This may trigger a financial crisis. During
the first half of 2020, most governments made efforts to
mitigate demand and supply shocks with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So, although there was a
huge shock on financial markets, it did not cause financial
systems to collapse. Nevertheless, the concern is that the
COVID-19 shock might will lead to a financial crisis in 2021.
If the crisis rolls into a financial crisis, it increases global
risk aversion, triggering a shift towards safe assets. In this
scenario, emerging economies and developing countries will
experience capital outflow and decreasing exchange rates,
making countries with high dependency on foreign capital
more vulnerable. In this context, the recent actions by
central banks, including US Fed, extending swap lines and
IMF announcing a new facility are encouraging.
Even with an optimistic view expecting the global
economy to recover in 2021,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recovery will be asymmetric. Most countries’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are leading to an
increase in national debt. The level of economic recovery
between countries that manage debt efficiently and those
who fail to do so may be different. And if global liquidity
worsens, it may potentially lead to an emerging market
crisis.

코로나 충격과 세계 경제

Doo Yong Yang
Kyung Hee University

30 anniversary KIEP conference

Introduction
Unprecedent global recession

Domestically, we must focus on making the recession
curve gradual through strong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while at the same time pursue to stabilize
financial systems. The efficiency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s especially crucial during when the economy
recovers. Externally, we must make effort to minimize
beggar-thy-neighbor policies, which may arise during times
of economic recovery. Activ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key to avoid any future global trade barriers and prevent
currency wars. To this end, we need to be active in
strengthening global economic collaboration through the
G20. There is especially a need to set forth the direction
in discussions among regional financial systems that are
recently not playing an active role. ASEAN+3 must pursue
a more active macroeconomic policy collaboration and
encourage more member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and in expanding it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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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conomic Recovery

Global recession

SIR-Macro model; Eichenbaum, Rebelo, Trabant (2020)
Projections
2018

2019

2020

2021

3.6

2.9

–4.9

5.4

Advanced Economies

2.2

1.7

–8.0

4.8

United States

2.9

2.3

–8.0

4.5

Euro Area

1.9

1.3

–10.2

6.0

Germany

1.5

0.6

–7.8

5.4

France

1.8

1.5

–12.5

7.3

Italy

0.8

0.3

–12.8

6.3

Spain

2.4

2.0

–12.8

6.3

Japan

0.3

0.7

–5.8

2.4

United Kingdom

1.3

1.4

–10.2

6.3

Canada

2.0

1.7

–8.4

4.9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4.5

3.7

–3.0

5.9

China

6.7

6.1

1.0

8.2

ASEAN-5 5/

5.3

4.9

–2.0

6.2

Brazil

1.3

1.1

–9.1

3.6

Mexico

2.2

–0.3

–10.5

3.3

World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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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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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the shock

V-shaped or U-shaped?

It is a medical shock
감염자 확산 및 사망자 발생, 그리고 감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조치 등은 경제체제의 수
요와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완전한 경제 구조에서는 V-sharped 회복도 가능
그러나 대부분의 이론모형의 simulation에서는 U-shaped 회복 예상.
Recovery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shock, duration, and the policy responses.
30 anniversary KIEP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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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the shock

Economic Recovery

Supply shock

Recession and Productivity

Euro IP

Global IP

U.S.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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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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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Productivity

7

Total Fact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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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the shock
Keynesian Supply Shock; Guerrieri, Lorenzoni and Straub (2020)

Global supply chain

공급 충격이 수요충격을 가속화 시키는 모형을 구상 (MPC has to be
greater than one in Covid shocks.)
Multi-sector macro model
기업 도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감소함.
Zero-lower bound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효율적일 수 있음.
Degree of imported input supply disruption
due to mandatory workplace 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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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the shock

Nature of the shock

Demand shock

Financial shock
Financial market responds very quickly, but not a financial or liquidity
crisis yet
Vix index
DJ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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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은 코로나 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
한 강력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한편 경기 회복기에 접어
들면 경제 정책은 가능한 빠른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
임.

FED tightening
and political risk
in Greece and
Ukraine

국가별로 코로나 충격의 정도, 코로나 충격으로 발생한 다양한 경제 충격의 정도,
금융시장 상황, 주요 경제정책 여력 정도 등에 따라 그 규모는 다르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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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으로부터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을 축소하
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 정책이 글로벌 하게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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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the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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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olicy

Government Policy

Fiscal Policy

Monetary policy
Global QE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력한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 중
§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큼. 이에 따라 확대재정
정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 재정정책의
여력이 낮음으로 인해 제한적인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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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ize

Type of Asset Purchasing

3/16/20
3/23/20
3/19/20
3/18/20
4/26/20
3/27/20
3/19/20
3/23/20
3/16/20

700 billion USD
Unlimited
200 billion GBP
750 billion EUR
Unlimited JGBs, 20 trillion yen in corporates
3.5 billion CAD per week
Unlimited
30 billion NZD
300 billion SEX

Sovereign, MBS
Sovereign, MBS, Corporate Bonds
Sovereign, Corporate Bonds
Sovereign
Sovereign, Corporate Bonds
Sovereign
Sovereign
Sovereign
Sovereign

3/23/20
3/25/20
3/24/20
3/25/20
3/17/20
4/28/20
3/24/20
4/21/20
3/31/20
3/20/20
4/01/20

50 billion ILS
Unlimited Repos for 3 months
12 trillion COP
Unspecified amount
Unspecified amount
1 trillion HUF in govt and 300 billion in MBS
300 billion PHP
100 billion MXN
Unspecified amount
400 billion INR
Unspecified amount

Sovereign
Repos
Sovereign
Sovereign
Sovereign
Sovereign, MBS
Sovereign
Sovereign, Corporate Bonds
Sovereign
Sovereign
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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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olicy
Effect of QE

Fiscal policy는 경기침체기에 가장 효과적인 거시경제 정책임.
특히 선진국과 같은 zero-lower-bound 상황에서 지속적인 확대 통화정
책 상황에서는 승수효과가 크다고 알려짐
주요 이슈
정부재정부채 규모 확대에 대한 비용 및 지속가능성
다양한 정책 수단의 차이

30 anniversary KIEP conference

Country
Developed Country
U.S.
U.S.
U.K.
ECB
Japan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Sweden
Emerging Markets
Israel
Korea
Columbia
South Africa
Poland
Hungary
Philippines
Mexico
Turkey
India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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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olicy

Emerging Market Crisis

Central Bank Swap

신흥국의 대외 자본 의존도 및 자본 유출 현황
Trade weighted U.S. exchange rates
1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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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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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Market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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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Market Crisis

신흥국들은 코로나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선진국에 비해 높
음.

신흥국의 취약성

재정 정책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부 부채 증가가 risk
premium에 영향을 미침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zero-lower bound로 금리를 낮
추는데 어려움이 있음.
더욱이 대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global liquidity에 민감함.
Commodity 수출의 의존도가 높음.
이로 인해 Sudden Stop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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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Presentation

Emerging Market Crisis

한국의 전략

자체적인 해결책이 어려운 신흥국들은 regional 또는 global
financing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코로나 충격의 강도와 향
후 위험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하지 않음.

대내적으로 확고한 확대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recession curve를 완만히 유도함
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경기 회복기에는 더욱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Regional financing의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CMIM의 경우
총규모가 $240 billion이지만 IMF의 conditionality의 한계가 있음.
IMF 지원 역시 기존 stigma effect와 지원의 신속성이 문제를 지니고
있음.
코로나 충격에 대한 신흥국의 국제적 대응방안 논의가 필요함.

30 anniversary KIEP conference

Doo Yong YANG

지속적인 Macroprudential Policy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Global liquidity Crisis로 발전할 것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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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략

Regional Insurance Facility

대외적으로 경기 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beggar- your- neighbor 정책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무역 장벽 강화를 억제하고 환율 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
제적인 공조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이를 위해 G-20을 통한 세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적
극적일 필요가 있음.

최근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금융체제의 논의에 방향성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ASEAN+3에서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제기하고, CMIM의
확대 및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회원국의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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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ant

토론 Discussant

이영섭 | 서울대 교수

신관호 | 고려대 교수

Yeongseop Rhe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ho Shin | Professor, Korea University

약력
이영섭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금융경제위원
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한국금융학회 회장직을 역임하
고 있다. 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Jean Monnet Chair, 서
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브루
킹스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미국 버클리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IBER) 및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SSI) 객원연구원, 숙명여대 경
제학 교수 등을 지냈다. 한국국제금융학회장, 한국EU학회장 외에
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외교부 한미FTA 금융분과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위
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에서 경제
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통
계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교수는 국제경제, 국
제금융, 동아시아 역내 통화 및 금융협력, 아시아 통화위기 및 북
한경제에 관한 다수의 도서를 출간하고 글을 기고했다. 최근 출간
한 도서로는 다음이 있다. ‘국제정치경제와 동아시아’ (공동저자 임
혜란: 율곡출판사, 2020); ‘북한과 동아시아 경제통합(North Korea
and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공동저자 P. Messerlin:
Routledge, 2019); ‘국제금융론 제4판’ (공동저자 김인준: 율곡출
판사, 2019);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공동집필: 경문사, 2018);
‘Strengthening Asian Financial Safeguards against Future Crisis
Focusing on CMIM and AMRO’ (공동저자 허경욱: KDI-School,
2015); ‘동아시아 경제통합(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공
동집필: Cengage and Learning, 2014); ‘금융위기 극복: 한국 경험
(Overcoming Financial Crises: The Korean Experience)’ (공동저
자 김인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한국 정치 . 경제 개론’
(공동집필: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 ‘국제경제론 제7판’ (공동저
자 김인준: 다산출판사, 2013); ‘아시아 통화통합: 글로벌 위기 이
후 신통화체제(Asian Monetary Integration: Coping with a New
Monetary Order after the Global Crisis)’ (공동저자 문우식: Edward
Elgar, 2012); ‘외환시장의 이론과 실무’ (공동저자 정치화: 율곡
출판사, 2011); ‘세계경제와 사회동향: OECD 및 G20국가(Global
Economic and Social Trends: OECD and G20 Countries)’ (공동집필:
랜덤하우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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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Mr. Yeongseop Rhee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nd a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memb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 Money and Finance Association. He was a Jean Monnet Chair
at GSIS, the director of SNU Institute for Research in Finance and
Economics,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a non-resident fell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IBER of UC Berkeley and the SSI of the University of Tokyo,
and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Sookmyung University. He has
also served as the president of Korea International Finance Association,
the president of EU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EUSA-Korea) and
a member of several government committees including Steering
Committee of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Financial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dvisory
Group for the Korea-US FT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olitical Party Committee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many others. He received his BA and MA in economic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MA in statistics and Ph.D. in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has written many books and
articles on international economics, international finance, reg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Asian currency crises,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His recent books includ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East Asian’ (with Haeran Lim: Yulgok Press,
2020); ‘North Korea and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with P.
Messerlin: Routledge, 2019); ‘International Finance: 4th ed.’ (with In June
Kim: Yulgok Press 2019); ‘International Finance in a Globalized World’
(co-authored: Kyungmunsa, 2018); ‘Strengthening Asian Financial
Safeguards against Future Crisis Focusing on CMIM and AMRO’ (with
Kyung-Wook Hur: KDI-School, 2015);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o-authored: Cengage and Learning, 2014); ‘Overcoming Financial
Crises: The Korean Experience’ (with In June Kim: SNU Press, 2013);
‘Introduction to Politics and Economy of Korea’ (co-authored: Korea
Foundation, 2013); ‘International Economics: 7th ed.’ (with In June Kim:
Dasan Press 2013); ‘Asian Monetary Integration: Coping with a New
Monetary Order after the Global Crisis’ (with Woosik Moon: Edward
Elgar, 2012); ‘Foreign Exchange Market: Theory and Practice’ (with
Chihwa Chung: Yulgok Press, 2011); ‘Global Economic and Social
Trends: OECD and G20 Countries’ (co-authored: Random House, 2010).

Bio

신관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
득하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 캔자스대학에서 조교
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관
호 교수는 미국의 UCLA, Claremont Mckenna College 대학, 일본
의 오사카 대학의 방문 교수로 연구 및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신
관호 교수는 2001년 계량경제학회에서 수여하는 김태성 학술상과
2002년 한국경제학회에서 수여하는 청람학술상 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에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주관한 “미래를 이끌 50인”에 선정
되었고 2011년에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주관한 “매경이코노미스트”
에 선정되었다. 또 2010년에서 2011년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
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이다.
그 밖에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대한상공회의소, 대외정
책연구원(KIEP), 한국장학재단 등의 자문교수를 역임하였다. 연
구분야는 경기변동, 금융 및 통화, 국제금융, 노동 등 다양하며,
American Economic Review,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ournal of Econometric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등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Opening Session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Kwanho Shin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He received his B.A. and M.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in economics from
UCLA. He was Assista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Kansas
for four years and occasionally taught at UCL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and Claremont McKenna College as a
visiting professor. He was elected as "One of the Fifty Future
Leaders in Korea” by the Seoul Economic Daily in 2010 and
a MaeKyung Economist by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n
2011. He also served as a council member for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from 2010 to 2011.
He has published widely on the subjects of business
cycles, monetary economics, international finance and
labor economics in a number of leading academic journals
including American Economic Review,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ournal of Econometric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and Journal of
Labo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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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Chair

세션 2
Session 2
| 좌장

Chair

채욱 | KIEP 7대 원장

채욱  KIEP 7대 원장
Wook Chae  Former President, KIEP
| 기조연설

Wook Chae | Former President, KIEP

Keynote Speakers

약력

Caroline Freund 세계은행 글로벌디렉터
Caroline Freund  Global Director, World Bank

채욱 박사는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특임교수로 재직

Fukunari Kimura  게이오대 교수 및 ERIA 선임 이코노미스트
Fukunari Kimura  Professor/Chief Economist, Keio University/ ERIA
| 발표

중이며,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
장을 역임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장과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2011년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2010-2011년에는 국

Speakers

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09년에는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으로

안덕근 서울대 교수
Duk Geun Ah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활동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주
요 부처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1990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Yong-min Choi  Presid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 토론

Bio

(Ann Arbo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이후 23년 동안
(1990. 10 – 2013.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재직했으며, 2013
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경제의 이해(3판)』(출간예정, 공저), 『현대 한미관

Discussants

계의 이해 』(2019, 공저), 『국제통상론(7판)』(2018, 공저) 등 20여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In Soo Kang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권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논문 및 기고문이 있다.

이규엽  KIEP 신통상전략팀장
Kyu Yub Lee  Head of Team, KIEP

디지털 시대의 통상

Trade in Digital Era

오늘날 작은 소포들과 디지털 서비스는 점점 더 많이 국경을 넘

Today, small packages and digital services are increasingly
more traded internationally, and goods and services are
ever more bundled in “smart” products. These changes
are bringing new challenges, not just in managing issues
arising from digital disruption, but also in ensuring that
the opportunities and benefits from digital trade can be
realized and shared widely. Furthermore, digitalization
is facilitating the servicification and restructuring of
global value chains (GVCs). Services have become more
involved in creating value all along the GVCs. How do
digitalization and servicification change trade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and responses?

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는 "스마트" 제
품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혁신으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와 함께 디지털 거래의 기회와 혜
택이 널리 실현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
을 대두시킨다. 또한 디지털화는 서비스화 및 글로벌가치사슬
(GVC)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킨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
전 단계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디지털화와 서비스화는 무역지형을 향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이며, 그 변화의 시사점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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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CHAE Wook is currently an honorary distinguished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of Kyung Hee University. He was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during 2008-2013.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from 20082011 and also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s well as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G20 Summit during 2008-2010. In Academic area,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KATIS) in 2008. He holds a Ph.D. in
Economics fro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in the
United States. He has written numerous articles and reports
extensively in the areas of Korea’s regional and multilateral
trade policies as well as its ODA policy. His major publications,
among others, include books on 『Understanding the Korean
Economy (3rd edition)』 (co-authored, forthcoming),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ROK-US Relations』
(co-authored, 2019) and 『International Theory of Commerce:
Rules and Practices (7th edition)』 (co-authore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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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Keynote Speaker

초록

Caroline Freund | 세계은행 글로벌디렉터

캐롤라인 프론드(Caroline Freund) 국장은 새로운 기술로 인

프론드 국장은 특히 코로나19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켜

해 무역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다. 관광과 여행

동화, 3D 프린터, 디지털 플랫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이 사라지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서비스가 더욱 거래가능해지는 현상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따라 디지털 서비스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런 변화에

변화는 작은 기업들의 진입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초대형 기업

대응하지 못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남아시아는 최근 수

들의 지배력도 높여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월간 가장 극심한 무역감소를 겪는 등 지역별 무역 패턴도 다

정부의 시장규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Caroline Freund | Global Director, World Bank

약력
캐롤라인 프론드(Caroline Freund)는 세계은행의 무역, 투자 및
경쟁력 글로벌 디렉터이다. 이전에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선
임 연구원으로 일했다. 세계은행 연구실의 국제 무역부에서 거의
10년간 일한 뒤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
했다. 프론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국제금융분과에서 일
을 시작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부서에서 1년 방문 연구원
으로 일하기도 했다. 많은 학술 논문을 발간하였으며 『Rich People
Poor Countries: The Rise of Emerging Market Tycoons and their
Mega Firms(부자와 가난한 나라들: 신흥 시장의 거물과 거대 기업
의 부상)』라는 책을 저술했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
위를 받았다.

Bio
Caroline Freund is Global Director of Trade, Investment and
Competitiveness. Previously she was a Senior Fellow at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he has also
worked as Chief Economist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the World Bank, after working for nearly a decade
in the international trade unit of the research department.  
Freund began her career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division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and spent a year visiting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IMF.  She has published
extensively in academic journals and is the author of Rich
People Poor Countries: The Rise of Emerging Market Tycoons
and their Mega Firms.  She received a PhD in economics from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Caroline Freund will discuss how new technologies are

She will also consider the way COVID has accelerated

shaping trade patterns.  She will explore automation, 3D

these trends, with the most extreme effects on services.

printing, digital platforms, and how services are increasingly

Tourism and travel are disappearing, while trade in digital

becoming tradable.   These changes are affecting

services is expanding, as firms make increasing use of new

competition by lowering entry costs for small firms, but

technologies.  Regional trade patterns also differ, with

also by increasing the dominance of the largest players-

regions that can least afford it--Africa, Latin America, and

expanding the need for governments to regulate markets.

South Asia--experiencing the sharpest declines in recent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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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 the Digital Era

Change in parts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
Automotive
Rubber and plastics
Metal
Electronics
MORE AUTOMATION IN THE NORTH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Increased
adoption of
industrial
robots in the
North
has promoted
imports from
the South

Machinery
Chemicals
Food products
Other manufacturing
Wood, paper, and printing
Textiles
Mining
Education
Agriculture
Construction

October 5, 2020

Utilities
Other nonmanufacturing

0

Global Director, 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Technologies
are chang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3 |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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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PARTS IMPORTED FROM SOUTH

3D printing
has increased
trade in
hearing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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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translation increased U.S. exports to
Latin America through eBay

Services
Services are
are
increasingly
increasingly
included in
in
includedgoods
traded

Goods

Digital market
places are on the
rise, fostering
participation and
concentration

Large platform firms are concentrated in
North America and Asia

• Platform firms and ecommerce have uneven
benefits
• Platforms create new
regulatory challenges

Services trade
remains restricted

6 |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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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fell sharply but is rebounding now
Global shipping container capacity (in TEUs) has trended
upward since mid-May, reaching pre-COVID levels by
August 16, 2020.

Global merchandise trade rebounded sharply in June,
making up for steep losses in April and May
Global aggregate monthly exports and imports,
YoY percent change
2

International
data flows

1

5%
0%
-5%
-10%
-15%
-20%
-25%
-30%

3

Competition

Jan-19
Feb-19
Mar-19
Apr-19
May-19
Jun-19
Jul-19
Aug-19
Sep-19
Oct-19
Nov-19
Dec-19
Jan-20
Feb-20
Mar-20
Apr-20
May-20
Jun-20

Look
beyond
trade to
keep trade
open and
beneficial

exp

imp

Source: WBG staff calculation based on AIS data provided by MarineTraffic.

9 |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The trade shock has been uneven across sectors and regions
YoY growth of China, E.U., Japan and the U.S. imports in Q2 2020, by product
Capital

Intermediates
(ex. Fuels) Consumption

0.0%
YoY percent change of imports in crt. U.S. dollars, n.s.a.

COVID is accelerating shift
to digital

YoY percent change of imports in crt. U.S. dollars, n.s.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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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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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 Bank staff estimates using official data from China, Eurosta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ote: Trade flows for EU only include extra-EU trade due to data availability. End use
categories are based on UN Broad Economic Categories (Re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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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trade has been hit hard, particularly travel and transport,
but IT expanded

Services trade by sector for China, Germany, Japan, and the U.S., year-on-year change in May
Travel
Transport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n.i.e.
Manufacturing services on physical inputs owned by others
Other business services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Insurance and pension services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n.i.e.
Financial services
ICT services
-80%

Exports

Thank You

-60%

Imports

-40%

-20%

0%

20%

YoY percent change

Source: World Bank : COVID-19 Trade Watch #4, July 31, 2020

COVID is leading to quicker uptake of digital solutions
How are firms adjusting to COVID-19?
COVID-19 Business Pulse Survey

Note: Means from 26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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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Keynote Speaker

초록
| 동아시아 경제발전에서의 세가지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
지난 30년간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가속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코로나로 인해 정보기술 및 통신

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생산네트워크(IPN) 체

기술의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은 ‘디지

제(Ando와 Kimura, 2005) 및 ‘2차 해체 (second unbundling)’

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잡고

(Baldwin, 2016)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각국의 발전전략과

국제분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및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등 역내 이니셔티브의 핵심에는 국제생산네트워크에의 참여
확대가 있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아시아 개발도

Fukunari Kimura | 게이오대 교수 겸 ERIA 선임 이코노미스트

상국들은 발전전략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Fukunari Kimura | Professor/Chief Economist, Keio University/ERIA
경제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은 ‘리쇼어링(reshoring)’을 막고 오히려 국제

약력
기무라 후쿠나리(Fukunari KIMURA) 교수는 2000년부터 현재까
지 도쿄 게이오대학 경제학부(http://www.econ.keio.ac.jp/en/) 교
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세
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http://www.eria.org/) 수석 경
제학자, 2018년부터는 일본 경제무역산업연구소(RIETI) (https://
www.rieti.go.jp/en/) 자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io
Fukunari KIMURA has been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Keio University, Tokyo, Japan (http://www.econ.keio.ac.jp/
en/) since 2000, Chief Economis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Jakarta, Indonesia (http://
www.eria.org/) since 2008, and Consulting Fellow,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Tokyo, Japan
(https://www.rieti.go.jp/en/) since 2018.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뉴욕주립대 올버니캠퍼스 경제학
부 조교수로 근무했으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게이오대학 경
제학부 부교수를 지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국제경제
학회 회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쿄경제연구센터(TCER) 대
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게이오대학 경제대학원장을 역임했
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학술진흥회(JSPS) 학술시스템연
구센터의 프로그램 담당관 및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게이오대학
국제경제센터 디렉터를 맡고 있다.
후쿠나리 교수의 전공분야는 국제통상 및 개발경제학이다. 최근
에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경제통합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학술
및 준학술논문을 저술했다. 후쿠나리 교수의 학술논문은 https://

개발도상국의 인력과 선진국의 IT 기술 간의 대체성이 있어 다
국적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대체성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선진국은 인력과 IT기술 간의 상호보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선진화된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도입을 통한 생산시설 간 서비스연계가 개선됨에 따라 경쟁력
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업용 로봇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이나 Obashi와 Kimura (2020)는 산업용

후쿠나리 교수는 1982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90년
과 1991년에 각각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생산네트워크에 더욱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는

He received his Bachelor of Laws from th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Tokyo in 1982 and M.S. and Ph.D. from the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n
1990 and 1991.

로봇 및 통신기술의 도입이 동아시아 네트워크 교역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은 농업, 가내공업, 교통, 유통 및 관광업
등 전통 산업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특히, 통신기술은 정보

He worked for the Department of Economic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as Assistant Professor in
1991-1994, and the Faculty of Economics, Keio University as
Associate Professor in 1994-2000. He served as President,
Jap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s (JSIE) in 2010-2012,
Representative Director, Tokyo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TCER) in 2012-2014, Dean,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Keio University in 2015-2017, Program Officer, Research
Center for Science System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in 2016-2019, and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s, Keio University since 2017.

ideas.repec.org/f/pki214.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He majo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economics. He has recently been active in academic/
semi-academic writing on production networks,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digital economy in East Asia. See https://
ideas.repec.org/f/pki214.html for his academic publication.

수집,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매칭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
성을 증대하고 시장성의 범위를 확대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 보급 속도가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에서도 빠르게 전개되면
서 소기업과 사람들의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인
공지능(AI), 머신러닝, 드론 등의 IT기술과 함께 통신기술의 활
용 또한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셋째,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고 개발도상국들
이 새로운 유형의 국제분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에 언
급한 내용과 같이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에는 이미 SNS, 이커머
스, 교통 및 숙박 매칭, 서비스 아웃소싱, 전자결제와 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기업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
에 크로스보더(cross-border) 서비스 아웃소싱 또는 ‘3차 해체
(third unbundling)’가 국제분업의 주된 방법으로 부상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현재까지 주로 민간부문의 이니셔티브를 통
해 이루어졌으나 많은 경우에 민간부문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로는 디지털 연결성
의 보편적 보급, 디지털 기술 어플리케이션 육성 및 데이터 관
련 법규 수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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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ree Ways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

In the past three decades, developing East Asia including
Northeast and Southeast has been successful in utilizing
the mechanic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PNs) (Ando and Kimura 2005) or the second unbundling
(Baldwin 2016) in order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and reduce poverty. The widening and deepening of the
involvement in IPNs have been placed at the center of
development strategies in each country and in regional
initiatives such as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and Master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 And now
digital technology arrives, and developing East Asia needs
to incorporate it in its development strategies.
There are three ways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in
economic development. First, digital technology may
help avoid "reshoring" and rather deepen its involvement
in IPNs. Some claim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labor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in developed countries so that multinationals might pull
their production blocks back to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substitutability may not be so simplistic, and
developing countries can seek complementarity between
labor and IT. In addition, the betterment of service links
between production blocks by introducing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CT) may als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industrial
robots in developing East Asia is still at the initial stage,
Obashi and Kimura (2020) fi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oduction of industrial robots together with
CT and network trade in East Asia.

in developing East Asia, which include social media,
e-commerce, matching in transportation and lodging,
service outsourcing, e-payments, and fintech. Along
this line, cross-border service outsourcing or the
third unbundling may emerge as a major channel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oon.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Economy”
(October 5, 2020)
Session 2: Trade in Digital Era

Although these movements have so far been mostly
developed by private initiatives, government policies must
support such private dynamism in various occasions. The
role of government includes the universal coverage of
digital connectivity, the promotion of digital technology
applications, and the setting of a series of data-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Three Ways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OVID-19 has been accelerating the application of IT
and CT o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East Asia must catch up with the global trend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Fukunari Kimura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Keio University
Chief Economis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1

1. Why is the digital technology important
for economic development?
• Information technology (IT) vs. communications technology (CT)
• Aghion, Bloom, and Van Reenen (2014), Baldwin (2016)
• Concentration forces vs. dispersion forces

Second, digital technology can upgrade the operation of
traditional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cottage industry,
transportation, distribution, and tourism. In particular, CT
reduces costs of information gathering, communications,
and business matching, which enhances productivity and
expands the scope of marketability. The dissemination
of internet connection and smartphones has been very
fast even in rural area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businesses and people's daily life have started changing
drastically. With some flavor of IT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chine learning, and drones, the usage
of CT may become even more sophisticated.

• Evolving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 The first unbundling and traditional service industries: utilizing piecemeal digital
technologies
• The second unbundling: upgrading production networks and better positioning in
value chains
• The third unbundling: exploring a new type of division of labor

• Digital connectivity different from physical (traditional) connectivity
• What becomes mobile?
• Implication of “distance”

• COVID-19 is accelerating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especially CT.
2

Third, digital technology nurtures new businesses and
allows developing countrie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new type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Partially
overlapped with being mentioned above, various
digitalized businesses have already been mushro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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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ntroduction of ICT: three channels

Differences between physical and digital connectivity

(i) Make traditional industries more productive by IT and CT

• Agriculture, fishery, mining, cottage industry, transportation, tourism, and
others.
• CT has already started penetrating; IT is a possibility.

Physical
connectivity

(ii) Better position in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Jones and
Kierskowski 1990, Obashi and Kimura 2020)

• Strengthen “location advantages” by introducing IT such as industrial robots
• Reduce ”service link” costs by upgrading CT

Digital
connectivity

(iii) Develop new service industries led by CT

• Social media, e-commerce, matching in transportation/lodging, service
outsourcing, e-payments, fintech, and others
• Cross-border service outsourcing or the 3rd unbundling will come (Baldwin
2016).

Goods, people

Distance
matters

Data,
information,
digitalized
services

Distance does
not matter
much

Source: The author.
3

5

Reduction in matching costs and e-commerce

Introduction of robots in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An illustration (Obashi and Kimura 2020)
Robots

PB

SL

Shop
Shopping mall

SL

PB

PB
SL

SL
[Developed countries]

PB
[Newl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L

PB
PB: Production block

Labor

Labor

Robots?

Internet
Platform

SL: Service link

Source: The author.

Sources: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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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flow of data as a benchmark and supporting policies (Chen, et al. 2019)
(i) Policies for further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i) Policies
for
liberalizatio
n and
facilitation
(v) Industrial
policy and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Non-discrimination for digital content,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customs duties on parcels,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signatures

(ii) Policies to correct or mitigate market failures

Competition policy, consumer protection, IPR protection

(ii) Policies
to mitigate
market
failures

Benchmar
k: free
flow of
data

(iv) Policies to
accommodate
data flows and
data-related
businesses

(iii) Policies to reconcile values or social concerns with
economic efficiency
Data and privacy protection, cybersecurity, other general
exceptions

(iv) Policies to accommodate data flows and data-related
businesses in the domestic policy regime
(iii) Policies
to reconcile
values or
social
concerns

Taxation, e-payments/fintech/other industrial regulations, AI,
information disclosure of firms and statistics, due process for
government access to privacy/industry data

(v) Industrial policy and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9

3. Policies to fully utilize private incentives

4. Conclusion

• Invest in digital connectivity to overcome possible digital divide

• COVID-19 is accelerating the application of IT and CT; ASEAN and
developing East Asia must catch up with it.

• Properly utilize private incentives.

• Establish innovation hubs for accelerating applications of IT and CT

• Some reshuffling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second unbundling)
• Expansion of cross-border service outsourcing (third unbundling)

• Follow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the world; focus on applications;
emphasize outreach.

• Investment on digital connectivity and rule-making on the flow of
data and data-related businesses must not be slowed down even in
these difficult times.
• The US-China confrontation beyond ”trade war” would become a
serious concern even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pro-trade
middle-power coalitions such as CPTPP may gain their importance in
East Asia and Asia-Pacific.

• Set up policy environment for the flow of data and data-related
businesses (Chen, et al. 2019)
• Build up a system of policies along the economic logic.

8

84

10

Opening Session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85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발표자료 Presentation

References
• Aghion, Philippe; Bloom, Nicholas; and Van Reenen, John. (2014), ‘Incomplete Contracts
and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Firm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30(Suppl.1): 37-63.
• Baldwin, Richard. (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Cambridge, MA: Belknap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n, Lurong; Cheng, Wallace; Ciuriak, Dan; Kimura, Fukunari; Nakagawa, Junji; Pomfret,
Richard; Rigoni, Gabriela; and Schwarzer, Johannes. (2019), ‘Policy Brief 4: The Digital
Economy for Economic Development: Free Flow of Data and Supporting Policies’,Task Force
8: Trade, Investment and Globalization, Policy Brief T20 Japan 2019
(https://t20japan.org/policy-brief-digital-economy-economic-development/).
• Jones, R.W. and Kierzkowski, H. (1990), ‘The Role of Services in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 Theoretical Framework’, in R.W. Jones and A.O. Krueg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Essays in Honor of Robert E. Baldwin. Basil
Blackwell, pp.31–48.
• Obashi, Ayako and Kimura, Fukunari. (2020), 'New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mpact of Digital Technologies’,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No. 332,
ERIA-DP-2020-05.

11

86

Opening Session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87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발표 Speaker

초록
| 국제통상체제 발전과 디지털 통상 |
미국은 서비스경제 전환이 급격히 진전되던 80년대 중반 서

무엇보다 미국이 FTA를 통해 주도하는 현 디지털 국제통상질

비스무역협정을 도입하는 WTO체제를 출범시키는데 주도적인

서는 FTA Divide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디지털 공급망을

역할을 수행했다. 2000년대 들면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전환

구축하고 있다. IT강국을 표방하고 디지털서비스무역에 표면적

이 플랫폼 기업들의 전례없는 성장을 촉발하는 시점에 미국은

으로는 가장 개방성이 높은 우리 산업은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해 다시 국제통상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변화에 세심한 주의와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현재 디지털무역질서 수립 작업은 그 범위와 내용면에 있어 날

정부도 싱가폴과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현

로 강화되는 추세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국제규범화 작업에

시점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의 방향성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안덕근 | 서울대 교수

민간산업 차원의 디지털 표준과 영향력 확산으로 맞서고 있다.

Duk Geun Ahn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미국은 급기야 중국과 전면적인 디지털 무역전쟁을 의미하는
Clean Network정책까지 들고 나왔고 중국은 이에 대한 나름대
로의 맞대응 전략을 선포한 상황이다.

약력
안덕근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국제통상전략센터 소
장이자 국제통상법 및 정책학 교수로, 현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홍콩대학교, 바르셀로
나대학교, 스위스 세계무역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
책대학원 등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
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역내 통상정책 과정’도 정기적으
로 강의하였다. 또한, 여러 개도국 정부, 국제기구, 한국의 여러 정
부 부처를 대상으로 WTO 분쟁, 무역 협상, 통상 정책 수립 등 통상
법과 정책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및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편집위원, 그리고 『국제
경제법연구(한국국제경제법학회)』 편집장으로서 학술지에 많은
연구논문을 출간했다.
안 교수는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CPTPP 포럼 의장, 국가기술표
준원 TBT정책포럼 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
한, WTO 분쟁 패널위원 후보, 한-EU FTA 분쟁 패널위원 후보 및
한-미 FTA 분쟁 패널위원 후보로 등록되어 있다. 그의 학술 논문들
은 WTO 및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
며, 그 덕분에 2012년에는 국제거래법학회 심당학술상을 수상하
였다. 이외에도 산업포장(2019년), 경제부총리 표창(2017년), 행정
자치부 장관 표창(2015년), 국무총리 표창(2005년) 및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2004년)을 받았다. 2017년에는 학술적 및 교육적 공로
를 인정받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사를,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
사 및 법학 박사(Juris Doctor;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하였다.

Bio
Dukgeun AHN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Director of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Strategy i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He is currently serving as Dean of International
Affairs for SNU.
Professor Ahn has taught at various universities including
Columbia University,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Hong Kong, University of Barcelona in Spain, World Trade Institute
in Switzerland and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in Korea as well as regularly at the Regional Trade Policy Course
arrang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for government
officials. In addition, he has advised several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various Korean
ministries on trade law and policy issues such as WTO disputes,
trade negotiation and trade policy making. He is contributing to
many academic journals, as editorial board member fo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and as Editor-in-chief for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Professor Ahn served, among others, as Commissioner of the
Korea Trade Commission, Chair for CPTPP Forum, Chair for TBT
Policy Forum, and a Member of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the constitutional body chaired by the President of
Korea. He is also listed as a panelist candidate for the WTO dispute
settlement as well as the Korea-U.S. FTA and Korea-EU FTA. His
academic publication covers a wide range of WTO and Free Trade
Agreement topics, which renders him Simdang Academic Excellence
Award in 2012. He also received the Medal of Industrial Honors
(2019) and the awards by the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Strategy andFinance, 2017), Minister of the Interior (2015), Prime
Minister (2005), and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4). In 2017, his academic and educational contribution was
recogniz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Award.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and Digital Trade |

The US played a leading role in launc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that introduced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during the mid1980s when the sharp shift towards a service economy took
place. Now, as a shift towards a digital economy accelerates
since the 2000s, triggering an unprecedented growth of
platform companies, the US is once again reorganizing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by establishing a digital trade
agreement. Currently, the scope and content of establishing
a digital trade order is being strengthened every day.
China is resisting against America’s effort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standard by establishing digital standards for
the private sector and expanding its influence. The US even
announced the Clean Network program, which signals an
all-out digital trade war with China, and China has also
declared a counter-response strategy against the US.

The current international digital trade order led by the
US through FTAs builds a new digital supply chain that
excludes China by creating an FTA divide. Korea, a country
that claims to be an IT powerhouse and highly exposed to
digital service trade, must carefully monitor suc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swiftly establish
response strategies. The Korean government must
contemplate on the direction in leading the shift towards
a digital economy as it pursues the first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with Singapore.

ProfessorAhn holds both Ph. D. in Economics and J.D. (Member
of New York Bar)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after having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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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및 신산업 발전

국제통상체제의 발전과 디지털 통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

(1997)

1998

1994

2002 2003 2004

Source: <https://www.sdintl.com/2018/04/30/big-data-friend-or-foe/>

3

미국의 세계무역질서 변혁: 과거와 현재
미국의 세계무역질서 변혁: 과거와 현재

디지털 경제전환과 통상질서 재편
[출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 p.3 (삼정 Insight, Vol.67, 2019; 삼정 KPMG)]

1985.9.22 플라자합의

1995.1.1 WTO 설립
2001.12.11 중국 WTO 가입

1986-93 우루과이라운드

2001- ? 도하라운드

2019.1.14 발효
CPTPP (TPP – 미국)

GATS,
TRIPS 등

Ch 14. E-Commerce (18개 조항)
Data Free Flow
서버 지역화 금지

디지털무역협정 등

2020.1.1 발효

2020.7.1 발효

2020.1.21 서명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USMC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22개 조항)
블록체인

Ch 19. Digital Trade (18개 조항)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정부 자료 공개
사이버 안보

뉴질랜드, 칠레, 싱가폴
(16 Module, 43쪽)
인공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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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he Clean Network”: Digital Trade War?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무역 시장 현황

출처: https://www.state.gov/the-clean-network/

출처: CRS,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R44565: 21 May 2019).

출처: 중앙일보 2020.9.10 (https://news.joins.com/article/23868672)

5

7

디지털 통상: 중국의 대응

디지털 통상 규범
❑

CPTPP
❖ Chapter 14. Electronic Commerce
▪ 18개 조항
▪ Data Free Flow
▪ 서버 지역화 금지
▪ 소스코드 공개 의무화 금지
▪ 온라인 소비자 보호

❑

USMCA
❖ Chapter 19. Digital Trade
▪ 18개 조항
▪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 정부 자료 공개 (“machine-readable and open format”)
▪ 사이버 안보

❑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 총 22개 조항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that Use Cryptography (블록체인):
CPTPP Annex 8-B (TBT Chapter)

www.ewtp.org

❑

Less Talk, More Action Needed on e-Commerce, Second High-level Dialogue on Enabling E-Commerce
Initiative Hears

WTO’s annual public forum (2 Oct. 2018)
- WTO Director-General Roberto Azevêdo ,
- eWTP founder, executive chairman of Alibaba
Group Jack Ma,
- UNCTAD Secretary-General Mukhisa Kituy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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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Divide를 통한 디지털경제 블록화
USMCA
Canada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Mexico

China

Article 2.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fect
trade by electronic means.

Korea

Japan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India
Article 1.2: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fect
trade in the digital economy.

ASEAN

UJDTA

Vietnam

Peru

Malaysia

Australia

US

(CP)TPP

Brunei

Brazil

Singapore

Russia

New Zealand

EU (27)

Chile

DEPA

9

향후 도전과 과제

6 │ BARRIERS TO TRADE IN DIGITALLY ENABLED SERVICES IN THE G20
3.1.Trade
Digital
STRIs for G20Index
countries
(2014
and 2018)
OECD Digital Figure
Services
Restrictiveness
for G20
countries
(2014 and 2018)
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

Electronic transactions

Payment system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ther

stri_score2014

0.6

0.5
0.4

0.3
0.2
0.1
0

Measures
under
and“Barriers
connectivity
are enabled
the primary
contributors
toPolicy
the indices
출처: Ferencz,
J. and Infrastructure
F. Gonzales (2019-10-03),
to trade in digitally
services in the
G20”, OECD Trade
Papers, No. for
232, more
OECD Publishing,
Paris.of
http://dx.doi.org/10.1787/264c4c02-en
accounting
than half
the total index value in eleven countries. This is due to lack of
pro-competitive regulations on interconnection measures as well as burdensome conditions on
cross-border data flows beyond those imposed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personal
data. In eight countries, certain types of data (such as financial or business data) must be stored
locally but the transfer of copies abroad is permitted if regulators can have direct access to the data
10
upon request.
Regarding Electronic transactions, specific licenses to engage in electronic commerce are seldom
required but when they are in place, the conditions to obtain them are less favourable for foreign
providers (for instance, by conditioning such licenses to entities having a commercial presence in
the host economy). Moreover, online tax registration and declaration is not available to non-resident
foreigners in eight countrie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lectronic contracts are not applied in most
countries, although key electronic authentication measures such as recognition of electronic
signatures are generally in place.

94

Under the measures dealing with Payment systems, four countries impose discriminatory conditions
on access to certain payment methods, including foreign credit, charge and debit cards, while
national payment security standards are different than international standards in five countries. Less
frequent restrictions include quantitative limitations on the amount of funds that can be transferred
using online payment services and prohibitions on cross-border electronic payment services.
The policy area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kes up a smaller share of the results.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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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디지털 시대의 통상: 디지털무역의 등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공존시대는 경제 전반에 디지털화를 촉진시켰을

무역이 중심이 된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디지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도 지각 변동을 불러왔다. 온라인으

털기술과 데이터가 끼치는 영향이 무역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로 해외 상품을 주문하는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었고, 동영상
. 음악 .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논의해야 한다.

털제품(digital product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익숙하게 만들
었다. 또한 검색엔진 . 클라우드 컴퓨팅 . 온라인 플랫폼 등 전
에 없던 새로운 디지털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교역되고 있다.

최용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Yong-min Choi | Presid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디지털무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전 세계의 데이터 이동량은 지난 10
년 동안 45배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GDP에 대한 데이터 소비

약력
광운대학교 경영학 박사(무역학 전공). 1990년에 한국무역협회
에 입사한 이래로 대외경제무역대학 연수,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장 등을 역임하고 동향분석실장, 통상연구실장 등으로 보임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동향과 글로벌 무역 및 통상관련 업무
(연구)를 30여년간 수행하였다. 한중 FTA를 비롯하여 한미, 한EU
등에 대한 협상준비 업무와 연구에 종사한 바 있으며 중국에 7년간
체류하면서 중국 비즈니스 환경 및 무역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였
다. 중국관련 저서로 ‘용의 경제에 올라타라’와 ‘천의 얼굴 중국시장
체크포인트’ 등 다수가 있으며 무역관련 저서로는 무역결제론등이
있다. 현재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겸 통상지원
센터 센터장으로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와 한국의 무역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분
쟁이 통상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통상업무에 대한 비중을 늘
리고 있다.

Bio
Dr. Choi received his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Kwangwoon University (major in commerce and trade). Since
he joined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in 1990,
his work and research focused on global economic trends and
global trade and commerce with a focus on China for over 30
years as he studied at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in Beijing and assumed various positions, such as
head of KITA’s Beijing Office, head of Analysis and Forecasting
Department and head of Trade Research Department. He also
engaged in preparatory work and research on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as well as Korea-U.S. and KoreaEU FTAs. Also, he lived in China for seven years, focusing his
research on China's business environment and trade. He wrote
books on China, including Hitch Your Wagon to the Chinese
Dragon and Chinese Market Checklist, and books on trade,
including The Theory of Trade Settlement. Currently, serving
as the president of KITA’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head of KITA’s Trade Support Center, he is in charge
of analyzing the global and Korean economics with focus
on trade and commerce and presenting their outlook. The
importance of trade in his work has been further increasing as
the trad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sector.

의 기여율은 해외투자와 상품무역을 상회한다. 이처럼 데이터
는 디지털 경제의 생명수이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무
역은 거시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무역은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
에게도 큰 기회이다. 우선 AI . 온라인 플랫폼 . 3D 프린팅 등
혁신적인 기술로 무역비용이 감소하면 중소기업이 국제무역
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체적인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힘든 스타트업에게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외국의 첨단 디지
털서비스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BTS와 K-웹툰의 전세계적인
인기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무역은 우리 온라인 콘텐츠산업
의 수출과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다. 디지털
무역의 혜택은 IT 서비스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조기업
도 생산과정 전반에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이
루고 국경을 넘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를 통해
GVC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구한다면 산업의 전
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일부 국가가 온라인 상에 디지털무역장벽을 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정
부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앞세워 카카오톡과 라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EU의 과도한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우
리 온라인 게임업계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세부과조치가 실행된다면
한류 콘텐츠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디지털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더욱 중
요해지는 시점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디지털무역의 등장은 우리 무역업계
에 새로운 기회이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산업정책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융합과 산업의 이업
종간 교류를 촉진할 규제완화도 절실해 보인다. 통상정책의
측면에서는 정보기술협정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디지털무역
장벽을 낮추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향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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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mergence of Digital Trade and Its Impact on Korean Companies |

The COVID-19 era has not only accelerated digitization
in the overall economy but also brought about a shift
in international trade landscape. E-commerce, which
enables people to order products from overseas, has
become common, and many people have become familiar
with the new concept of digital products – the content
such as video, music, and software that is transmitted
electronically. In addition, new digital services such as
search engines, cloud computing, and online platforms are
being traded across borders.
Digital trade is based on cross-border transfers of
invisible data. The amount of data being transferred
around the world has increased 45 times over the past
decade, and the contribution of data consumption to
global GDP exceeds that of foreign investment and
commodity trade. As such, data is a lifeline to the digital
economy, and digital trade centered on data is increasingly
emphasized in macroscopic terms.
Digital trade using digital technology create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Korean economy and Korean SMEs as
well. First of all, when trade costs are reduced thanks to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I, online platform, and 3D
printing, SMEs would have a better chance of entering into
the international trade. For startups that have difficulty
building their own IT infrastructure, global advanced digital
services such as cloud computing can serve as an effective
alternative. As can be seen from the worldwide popularity
of BTS and K-Webtoon, digital trade contributes greatly
to the export of the country’s online content industry and
job creation in related fields. The benefits of digital trade
are not confined to IT service companies. Manufacturing
companies can also improve their productivity by
using data throughout the production process and
effectively manage GVC through digital services provided
electronically across borders. Furthermore, when Korean
companies try to turn their manufacturing business into
manufacturing services based on digital technology,
they can achieve an overall upgrade of the industry and
increase export competitiveness.

they are likely to cause a negative impact on the export
of Korean content. Therefore, it has become ever more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norms to remove barriers to digital trade.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digital trade present new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trade industry. In the digital ag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digital industrial policy that
strengthens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by linking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laxed to promote technology
convergence and inter-industry exchanges. In terms of
trade polic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tems subject
to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nd lead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o lower the digital trade
barriers, while actively promoting the signing of the
FTA centered on digital trade in the future. Above all, as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and data is not limited
to trade, it is necessary to have a discussion on digital
economy from an industry-wide perspective.

디지털 시대의 통상:
디지털무역의 등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최용민 원장

Ⅱ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코로나-19 공존시대와 디지털무역

디지털무역의 사례

온라인 쇼핑

동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검색엔진

원격의료

Recently, some countries are trying to build digital trade
barrier online, raising concerns among Korean companies.
The Chinese government uses the Great Firewall to block
access to KakaoTalk and Line, and the EU's highly string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cts as a trade
barrier for Korean online game companies. If the tariffs on
online content being proposed in Indonesia are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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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Ⅱ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생명수

온라인 상에 세워지는 무역장벽으로 우리 IT 서비스 기업의 우려 증가

전세계 데이터 사용량 추이 (단위: EB/month)

데이터의 전세계 GDP 기여율

전세계
디지털무역장벽
현황

자료 : CISCO (2018)

자료 : CRS (2019)

Ⅱ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Ⅱ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디지털기술로 산업의 판도가 뒤바뀌는 시기이며 업계의 선제적 투자 필요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산업정책 필요

➔ 단, 국내규제, 낮은 서비스 경쟁력, 저조한 산업 융복합 등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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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 숙명여대 교수  
In Soo Kang |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감사합니다

약력

Bio

1993년부터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인수 교수는
2015~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및 원장직을 역임하였다. 1985
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이후 1991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
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국제경제연구소(CIES) 소장으로도 활동했으
며 2010~2012년에는 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박사학위 취득 직
후인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연구위원
으로 근무했고, 2000년에는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NTU)
에서 수석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인도
네시아 사무소의 인도네시아 복구 지원 프로젝트(UNSFIR) 자문위원, 그
리고 2009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했고 2006년에는 한국경제
학회 간사를 지냈다.
강인수 교수는 국제 통상과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세
계 경제와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대한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발간했
으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
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An Assessment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Capacities of the ASEAN underdeveloped
Countries: Vietnam, Cambodia, Myanmar)」(KIEP Regional Studies, 2010),
「한국의 사회경제발전 경험을 ODA 수혜국과 공유하기 위한 프레임워
크 및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적용(A Framework for Sharing Korea’s Socio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with ODA Recipient Countries and
its Application to Uzbekistan」(KIEP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2010),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Major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Aid for Trade)」(KIEP-CIES ODA Studies, 2011), 「미얀마
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ODA 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of Myanmar and ODA Strategy of Korea)」 (KIEP, 2011), 「무역분야 개
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A
Study on Priority Areas and Programs for Korea’s Aid for Trade)」 (KIEP
ODA Policy Research, 2013), 「한국의 산업분야 ODA 역량과 추진 방안
(Capabilities and Strategies of Kore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dustrial Development)」 (KIET, 2013),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
(Development Assistance for the Trade Sector in the Lao PDR: Evalu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Korea’s Aid for Trade)」 (KIEP, 2013), 「스리랑
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Improving Aid Effectiveness through Active Implementation of CPS in Sri
Lanka)」 (KIEP, ODA Study Seri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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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o Kang worked as President & CEO of Hyundai Research
Institute(2015-2017). He has been a professor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since 1993.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5, Economics Major)
and earned his Ph.D. degree in Economics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CLA) in 1991. He has also worked as a
Director of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CIES) since
2009. He was a president of Institute of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from 2010 to 2012. Right after he got Ph.D. degree, he
worked as a Research Fellow a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from 1991 to 1993. In 2000, he worked
as a Senior Fellow a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in
Singapore. He also worked as a Consultant for United Nations
Support Facility for Indonesian Recovery (UNSFIR) of UNDP at
Jakarta in 2003 and Asian Development Bank (ADB) in 2009. He
was a director of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in
2004 and served as a secretary of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in 2006.
Professor Kang has been doing researches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policy. He wrote many books and articles
on international economic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cluding “An Assessment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Capacities of the ASEAN underdeveloped Countries: Vietnam,
Cambodia, Myanmar” (KIEP Regional Studies, 2010), “A Framework
for Sharing Korea’s Socio-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with
ODA Recipient Countries and its Application to Uzbekistan”(KIEP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2010), “Major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Aid for Trade”(KIEP-CIES ODA Studies, 2011),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Myanmar and ODA Strategy of
Korea”(KIEP, 2011), “A Study on Priority Areas and Programs for
Korea’s Aid for Trade”(KIEP ODA Policy Research, 2013), “Capabilities
and Strategies of Kore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dustrial
Development”(KIET, 2013), “Development Assistance for the Trade
Sector in the Lao PDR: Evalu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Korea’s
Aid for Trade”(KIEP, 2013). “Improving Aid Effectiveness through
Active Implementation of CPS in Sri Lanka”(KIEP, ODA Study Seri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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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이규엽 | KIEP 신통상전략팀장
Kyu Yub Lee

|

약력
이규엽 박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실 소속 연
구위원이다. 연구 분야는 국제통상, 디지털 무역/전자 상거래, 디
지털 경제 등을 아우른다.
최근 발간물로는 「New Rules for the Digital Economy and

Head of Team, KIEP

Bio
Kyu Yub Lee is a research fellow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His fields of research
span international trade, digital trade/e-commerce, and
digital economy.

Multilateral Cooperation(디지털 경제와 다자간 협력을 위한 새
로운 규칙)」 KIEP Opinion No. 182, 2019, 「Data-and AI-driven
Economic Growth in a General Equilibrium Model(일반균형모형
내 데이터 및 AI 주도 경제 성장)」 KIEP World Economic Brief 10(4),
2019, 「Welfare Effects of the EU GDPR and Data Localization
Measures(EU GDPR의 복지효과와 데이터 현지화 방안)」 KIEP
World Economic Brief 9(7), 2018,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
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e-commerce on international trade
and employment)」(한국어 논문) KIEP Policy Analysis 17-19, 「Do
ecommerce firms perform better than non-ecommerce ones
in Korea?(전자상거래 기업의 특징: 한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22(4) 74-114,
2017 등이 있다. 2017년에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및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와 함께 한중일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단일시
장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현재는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
정, 데이터 현지화, WTO 전자상거래 규정 등 데이터 규제와 관련
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입사 전에는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
학부에서 국제경제조사를 강의하였다.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
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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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Lee’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New Rules for the
Digital Economy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KIEP Opinion
No. 182, 2019, “Data-and AI-driven Economic Growth in
a General Equilibrium Model” KIEP World Economic Brief
10(4), 2019, “Welfare Effects of the EU GDPR and Data
Localization Measures” KIEP World Economic Brief 9(7),
2018, “The impact of e-commerce on international trade
and employment” (in Korean) KIEP Policy Analysis 17-19,
“Do ecommerce firms perform better than non-ecommerce
ones in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22(4) 74-114, 2017, and others. He also conducted
a joint study in 2017 with CAICT and JETRO on the topic
of China-Korea-Japan e-commerce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Currently, he is focusing on topics relating to data
regulations, including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data localization, and the WTO e-commerce
rules.
Before joining KIEP, Dr. Lee served as an instructor
teaching Survey of International Economics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MSU).
He received a Ph.D. in Economics from 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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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석좌교수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
포럼, 인도 아난타 아스펜 센터가 매년 공동 주최하는 한 . 인도 전

Dr. Ahn is currently Distinguished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Seoul.
He is also Co-Chair of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organized
annually by Korea Foundation, Seoul Forum, and Ananta Aspen
Centre of India. Previously, he was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KCCP: 2014-2018) to induce voluntary
collaborations between Korea’s big businesses and SMEs, and also
Chairman of the Boar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efore
taking the KCCP post, he served as presidentially appointed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2006-2014) for foreign
direct investors in Korea. He is also former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Regulatory Reform Committee (2010-2012). While
on sabbatical from Chung-Ang University, he also served several
posts such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2-2005); Chair of the APEC Economic
Committee(2002-2005); Chair of Board, Choheung Bank;
consultant to the World Bank; UNIDO Chief Technical Advisor
to the Economic Planning Unit of Malaysia to design Malaysia's
industrial master plan; and served as President of several academic
societies in Korea including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s
Association,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and
the Korea Econometric Society. He was also a visiting professor
t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yoto University, Japan. Dr. Ahn’s
honors include the Economist of the Year Award from the Maeil
Business Daily Newspaper in Korea, the Okita Policy Research
Awar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in
Japan for his publication on “Modern East Asian Economy,” and
Free Economy Publication Awar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Since receiving his Ph.D. from Ohio State University
and his MA from University of Hawaii in association with the East
West Center, Dr. Ahn has published many articles in international
journals includ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European
Economic Review, Japanese Economic Review, Journal of Asian
Economics, Global Asia, and Monograph papers in North-Hol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ringer, Edward Elgar, Palgrave
Macmillan, Iwanami Shoten of Japan, Peking University Press, etc.

략대화의 공동의장도 맡고 있다. 2014~2018년에는 한국의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동반성장위
원회(KCCP) 위원장을 맡았으며,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장도 맡

Speakers

았다. KCCP 위원장직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해외투자자를 위

이종화 고려대 교수
Jong-Wha Lee  Professor, Korea University

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2006~2014년)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원장(2010~2012년)을 지냈다. 또한 안식년 동안 대외경제정책연
구원장(2002~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위원

박성훈  고려대 교수
Sung Hoon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 토론

약력

회 의장(2002~2005년), 조흥은행 행장추천위원회 위원장, 세계은
행 자문, 말레이시아 산업기본설계를 위한 말레이시아 수상실 산
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연구단장을 역임했고 한국국제

Discussants

경제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그리고 한국계량경제학회 등 한국

정영록 서울대 교수
Young-Rok Cheo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의 다양한 학회의 회장으로 있었다. 또한, 일본 교토대학 경제연구
소 객원교수로도 활동했다. 안충영 박사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선정
한 올해의 경제학자상, 『현대동아시아경제론(Modern East Asian

박인원  고려대 교수
Innwon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Economy)』으로 일본 경제기획청 산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에
서 제정한 오키다 정책연구상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유경제출
판문화상을 수상했다. 동서센터 연계 프로그램으로 하와이대학교
에서 석사 학위,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아시아의 미래

Future of Asia: The Asian Century has Begu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European Economic Review,

세계경제의 중심이 다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2040년경 아

The world’s economic center of gravity is shifting back
to Asia. By 2040, Asia may account for more than 50
percent of global GDP and drive 40 percent of the
world’s consumption. Rising consumption, maturing
domestic value chains, and uncertainties around global
trade are driving the formation of Asia-for-Asia supply
chains. Asia’s share of global start-up funding increased
from 16 percent in 2013 to 47 percent in 2018. About 70
percent of venture capital funding in Asia is intraregional.
As Asia grows larger in scale, develops stronger
intraregional connectivity, and forms new networks,
Asia has the potential to fuel and shape the next phase
of globalization. How is Asia shaping the next phase of
globalization and the world’s future? How can Korea take
part and play a role in thi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Japanese Economic Review, Journal of Asian Economics, Global

시아는 세계 GDP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소비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소비증가, 국내 가치사슬의 성숙, 글로벌 무
역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 공급망 형성을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펀딩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에서 2018년 47%로 증가했다. 아시아 벤
처캐피탈 펀딩의 약 70%는 지역 내에서 나온다. 아시아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지역 내 연결성을 강화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아시아는 다음 단계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형성
할 잠재력을 확보했다.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떻게 다음 단계의
세계화와 세계의 미래를 형성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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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등 국제학술지에 많은 글을 기고했고 노스 홀란드,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스프링어, 에드워드 엘가, 팰그레이브 맥밀런, 일본
의 이와나미 쇼텐, 중국의 북경대학출판사 등 다양한 출판사를 통
해 논문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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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아시아의 세기를 향한 모색에서의 도전과제 |
글로벌 소득, 세계무역, 중산층 소비 및 그 추세 기준으로

미한 피해가 아니다. 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의 근간이 되고 있

보았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

는 체제에 대한 신뢰를 부식시킬 깊은 구조적인 균열이고 아

고 아시아는 세계경제의 가장 역동적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

시아 경제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러

다. 바야흐로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가 됐다. 아시아

한 균열은 앞으로 수년간 세계경제 성장과 번영, 그리고 글로

경제 성장은 수백만명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했으며 세계 시

벌 통합의 궤도를 깨트릴 것이다.

장을 크게 변화시켰고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던
아시아의 경제 변혁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전세계 인구의

글로벌 경제의 축을 이동시켰다.

Peter Drysdale | 호주국립대 교수

반 이상을 차지하나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아시아 특히,

Peter Drysdale | Professor,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약력

Bio

피터 드라이스데일(Peter Drysdale) 경제학 명예교수는 호주국
립대학교(ANU) 아시아 . 태평양대학 크로우포드 공공정책대학원

Peter Drysdale is Emeritus Professor of Economics, Head
of the East Asian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Editorin-Chief of East Asia Forum in the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in the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e is widely acknowledged
as the intellectual architect of APEC. He was founding head
of the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He is the author
of many books and papers o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including the prizewinning, International Economic Pluralism: Economic Policy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He advised on the Australian
Government’s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White Paper.
He was co-editor (with Zhang Xiaoqiang) of the AustraliaChina Joint Economic Report in 2016. He is recipient of the
Asia Pacific Prize, the Weary Dunlop Award, the Japanese
Order of the Rising Sun with Gold Rays and Neck Ribbon, the
Australian Centenary Medal, the Japan Foundation Prize, the
Asian Cosmopolitan Prize among other awards and an Officer
of the Order of Australia.

산하 동아시아경제연구원(EABER) 원장 및 동아시아포럼 편집장을
맡고 있다. 드라이스데일 교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설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호주국립대학교 호주 . 일
본연구센터 설립자이기도 하다. 아태지역 국제경제정책에 관한 다
수의 저서 및 논문을 출간했으며, 대표적으로는 수상 도서인 ‘국제
경제 다원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정책(International Economic
Pluralism: Economic Policy in East Asia and the Pacific)’이 있다. 호
주 정부의 ‘아시아의 세기 속 호주(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백서의 자문위원이었으며 2016년 호주 . 중국 공동 경제보고서
(Australia-China Joint Economic Report)의 공동편집자(쟝 샤오치
앙Zhang Xiaoqiang과 함께)로 활동했다. 드라이스데일 교수는 아
시아태평양상, 웨리 던롭(Weary Dunlop)상, 일본의 욱일중수장, 호
주 100주년 기념메달, 일본재단상, 아시아 코스모폴리탄상 등 다수
의 상을 수상했으며 호주 훈공장(Officer of the Order of Australia)
을 수여 받았다.

이러한 경제 성공은 제국주의적 점령, 정치적 종주권 행사,

남아시아는 세계 1인당 평균소득을 따라잡기 위해 갈 길이 멀

혹은 공산주의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바로 아시아 국가들의

다. 하지만 아시아의 경제잠재력은 세계경제에 큰 기회이다.

시장개혁 노력, 성장을 위한 투자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향

특히,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는데 있어 협

한 역내경제협력체 및 국제무역규칙에 참여한 결과이다. 바로

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

이것이 일본, 한국, 대만, 아세안, 중국과 인도, 그리고 역내 번

협력으로부터의 자발적, 비자발적 디커플링은 높은 인구밀도

영과 안보가 지난 75년간 근간을 두고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및 자원의 편향이 존재하는 아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또한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미래의 근간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규모와 글로벌 제조업을 고려했을 때 그 여
파가 동아시아의 경제파트너국에도 전해질 것이다.

아시아의 진보는 전세계 지정학적 질서도 흔들었다. 아시
아 경제력 증대와 정치군사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아시아를

지정학적으로 균열된 세계에서 이러한 도전과제를 헤쳐 나

변화하고 있는 열강들의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가기 위한 국제공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세계 최강국 미

아시아 세력의 큰 변화로 인해 오늘날 정치 질서의 안정성에

국은 다자간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잃었으며 세계 2위 경제대국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강국

중국과 전략적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경

들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정치적 공간을 둘러싸고 다투

쟁은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회복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면서 발생하는 분열은 불가피한 것인가? 이는 단순히 경제에

양국의 역량을 제약한다. 이제 중소국들이 낯설지만 리더십을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제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아시아 국가 간의 다자간 협력협정이

경제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역 차원에서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
자 협정(RCEP)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과제는 현재 크

미국주도의 전후 세계질서가 근간을 두고 있는 경제적 확
실성 및 정치적 신뢰 바탕의 제도, 즉, 경제 개방성과 정치

게 무너진 체제를 재건할 수 있는 안정성과 정치적 신뢰를 회
복할만한 지정학적 협상을 이루는 것이다.

경제 안보를 보장했던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기치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보호무역주
의, 무역전쟁 및 기술 디커플링 (decoupling)으로 인해 위협받

피터 드라이스데일(Peter Drysdale) 교수는 호주국립대학교
의 크로우포드 공공정책대학원 동아시아경제연구원장이다.

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건강 보호 등 오늘날 세계가 절
실히 필요로 하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과 제도
또한 무시되고 간과되고 있다.
현재의 규칙들로는 부족하다. 가령, 오늘날의 무역규칙은
디지털 등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승
인된 혹은 승인되지 않은 규칙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있다. 현
재의 무역규칙은 마련된 이후로부터 70년간 국제경제 및 무역
의 견고한 성장에 핵심으로 작용했다. 이는 국제경제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고 무역 의존도와 관련된 리스
크를 크게 경감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등 아시아 ‘산업 변혁
(industrial transformation)’의 제도적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 무역규칙은 해체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와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1-2%를 낮출 만큼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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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Presentation

Abstract
| The Challenge of Navigating the Asian Century |
In terms of global income share, world trade share, the scale
of middle class consumption and their continuing momentum,
Asia is the most dynamic centre in the world economy, despite
the shoc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now the COVID
crisis. The Asian Century has arrived. Asia’s growth has lifted
millions out of poverty, drastically re-shaped global markets
and rapidly shifted global economic gravity away from Europe
and North America.
This economic success story is no consequence of imperial
conquest or political suzerainty, communist or otherwise. It
derives from Asian countries’ commitment to market reform,
investment in growth and signing onto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arrangements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at underpin the confidence in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That’s where the growth of Asian economies, from
Japan, South Korea, Taiwan, ASEAN, China and now India and
regional prosperity and security have been found over the
past 75 years. And that’s where its future is embedded.
Asia’s progress has also deeply shaken the global
geopolitical order. The growth of Asia’s economic power
and the potential that allows for the projection of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has thrust the region onto centre stage
of changing great-power global politics. The huge change
in the contours of Asian power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stability of the political order today. Are we doomed to
inevitable divide between the established power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emerging powers, notably China, as
they jostle for political space? This is not a narrowly economic
problem: it affects the global security outlook and economic
and political security in Asia and the Pacific.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which economic certainty
and political confidence in the US-led post-war global order
was built -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guaranteed
economic openness and the prospect of economic and
political security - is under threat as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under the banner of America First, have
embraced protectionism, trade war and technological
decoupling. Multilateral dealings and arrangements necessary
to secure the public goods the world now desperately needs,
such as the amelioration of climate change and protection of
global health, are also being discarded and held in disrespect.
The rules we have are far from adequate - the trade
rules don’t comprehensively cover important elements
of contemporary commerce like digital, and there are
unsanctioned and sanctioned derogations from the rules we
have - they have been critical to the robust growth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for the seven decades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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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in place. They are what underpins confidence in
international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substantially
alleviates the risks involved in trade dependenc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Asia’s industrial
transformation are under assault, including the World
Trade Organisation’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are being torn apart. This is not
minor damage at the margin of the global economic system
that will merely pare a percent or two from Asia’s and global
growth potential. These are deep structural cracks that
corrode confidence in the whole edifice upon which the Asia’s
economic success has been built and impact the frontiers of
economic potential. Un-mended, they will likely fracture the
trajectory of global growth and prosperity and the enterprise
of global integration for many years.

The Challenge of Navigating the
Asian Century
Peter Drysdale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sia’s economic transformation is still far from complete.
With over half the world’s population but only a third of
its GDP, Asia still has a way to go to catch up to average
per capita global income, principally in South Asia. Asia’s
economic potential remains a huge opportunity for the world
economy, especially through cooperation in recovery from
the COVID economic crisis. Forced or voluntary decoupling
from Chinese trade and economic engagement would be very
costly to Asia with its high population densities and skewed
resource endowments, as well as to East Asia’s economic
partners everywhere because of its scale in trade and global
manufacturing.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The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Seoul, 5 October 2020

Impact of Asian growth

In a geopolitically fractured worl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navigate these challenges is no easy call. The United States,
the world’s biggest power, has lost its appetite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is at odds strategically with China, the
world’s second largest powe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ultimately limits both countries’
capacity to contribute constructively to global recovery. Small
and middle powers now have to play an unfamiliar leadership
role. A compact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Asian
nations could be a starting point. RCEP is a beginning on
the trade front. The biggest challenge will be to broker a
geopolitical bargain that restores a measure of stability and
the political confidence to repair a system that is now badly
broken.

• what’s going on is huge: the scale and speed of change
• Asia’s century has arrived: rates of growth; income &
trade share; impact on the world; the middle class
• still a way to go to catch up to global incomes: East Asia
ahead, South Asia way behind

• global impact on the economic order — G20 plus
• Asia’s economic success and China’s rise has shaken
the global geopolitical order.
• and political uncertainty could ambush Asia’s economic
trajectory

Peter Drysdale is Head of the East Asian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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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s new middle classes

Incomes relative to the frontier

Europe
2009: 664 m
2030: 680 m

North America
2009: 338 m
2030: 322 m
Central and
South America
2009: 181 m
2030: 313 m

Asia Pacific
2009: 525 m
2030: 3228 m

Middle East and
Africa
2009: 137 m
2030: 341 m

3

Impact on world income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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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h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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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s economic success a consequence of market
reform and commitment to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 confidence in an open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 a
crucial element in that success
•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guaranteed economic and
political security now under threat: America First, trade
war and technological decoupling
• no narrowly economic problem with effects at the margin
• huge change in contours of Asian power brought
anxieties about China’s capacity to project, and portends
of a new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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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isks and Asia’s response

• Asian and global economy face grave risks: the costs of
decoupling can’t be measured in conventional terms

David Dollar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foundations of the global
order that delivered Asia’s success are unravelling

David Dollar |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 COVID further confounds forging the consensus needed
for cooperation on multilateral priorities; beyond health
on trade and climate change
• Asia must respond to US retreat from multilateral
undertakings and deepening political antagonism

약력

Bio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차이나 센
터 선임 연구위원이며 국제 무역에 관한 팟캐스트 「달러 & 센스」
(Dollar & Sense podcast) 진행자다. 중국 경제와 미 . 중 관계에 대
한 대표적인 전문가로, 『China 2049(2049년 중국)』의 공동저자

• RCEP (even minus India) foundation for Asian compact:
extending trade deal to US won’t come soon

다. 2009~2013년까지 미 재무부의 대중(對中) 경제 및 금융 특
사로 베이징에서 근무하였으며, 재무부에 근무하기 전 세계은행
(World Bank)에서 20년간 근무했다. 베트남 내 강도 높은 개혁과

• hope for engaging US via Biden’s climate agenda
7

적응의 시기였던 1989~1995년 달러는 베트남 담당 국가 경제 연
구원이었고, 1995~2004에는 연구부에서 근무하며 무역과 성장,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혁, 원조 효과성 등에 관한 논문들을 발간
했다. 2004~2009년 그는 중국과 몽골을 담당하는 소장(country
director)으로 일했다. 세계은행 입사 전 달러는 미국 UCLA 경제학
과 조교수로서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에서 강의하며 베이징에서
한 학기를 보냈다. 다트머스대학교에서 아시아학 학사를, 이후 뉴
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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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Dollar is a senior fellow in the China Center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host of the Dollar & Sense
podcast on international trade. He is a leading expert on
the Chinese economy and U.S.-China relations and coauthor of China 2049.  From 2009 to 2013 he was the U.S.
Treasury's economic and financial emissary to China, based
in Beijing. Before his time at Treasury, Dollar worked at the
World Bank for 20 years.  He was the country economist
for Vietnam during 1989-1995, a period of intense reform
and adjustment.  From 1995 to 2004, Dollar worked in the
World Bank’s research department and published articles
on trade and growth, economic reform in the developing
world, and aid effectiveness. From 2004 to 2009 he was
country director for China and Mongolia. Prior to his World
Bank career, Dollar was an assistant professor of economics
at UCLA, spending a semester in Beijing teach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He has a PhD in economics from NYU and a BA in Asian
studies from Dartmouth College.

115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초록

Abstract

| 아시아의 세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

| The Asian Century Has Already Begun |

아시아의 세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시아는 이미 상당한

전히 고수하고 있는 수입 및 투자 보호를 줄여나가야 할 수 밖

기간 동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주

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세계경

목 받아왔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

제는 보호주의의 파고와 함께 후퇴하여 혁신과 성장이 저하될

에 성장을 거듭해나가게 되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축으로 부

것이다.

상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것은 아
니다. 국가 및 국제 수준의 정책 향방이 아시아의 성공을 가름

아시아의 발전에 대한 또 다른 큰 위협은 기후 변화이다.

할 것이다. 많은 관련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성

지구 온난화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

공에 중요한 두 가지 영역, 즉 점점 더 개방되고 있는 국제무역

고 있으며, 해수면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시아는 글로벌

및 투자시스템과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

GDP에서 36 %를 차지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량은 세계 전체

겠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구온난화를 가
속화시키는 지역 중 하나로 간주된다. 또한 아시아는 균등하

아시아에서 최근 성공의 근간이 된 것은 융합이다. 개방 경

게 기후변화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도 않다. 최근 관측에 따르

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경제국들이 더 빠르게

면 상하이, 호치민 시티, 방콕, 뭄바이와 같은 아시아의 주요

성장하고 있다. 이에 거시경제안정, 강력한 교육 및 건강, 인프

도시들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인 2050년경에는 대부분 해수

라 개발 등과 같은 보완적인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

면 아래 잠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

책의 효과는 무역 및 투자 개방성에 의해 엄청나게 확대되어

는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탄소배출감

개발 도상국이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

축정책이 필요하며, 탄소배출권의 가파른 가격 인상, 에너지

는 다른 국가로부터 기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

효율성 및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같은 정책들은 아시아

이다. 이미 아시아 내 여러 국가에서 이런 과정이 목격된 바 있

의 새로운 혁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당한 해수면 상승은

다. 처음에는 일본, 그 후에는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로 불린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

국가에서, 그 후에는 중국, 동남아시아 및 인도에서 이런 과정

화와 더불어 현명한 적응정책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도시

이 진행되었다.

들은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지역에서 발생할 문제들를 해결하
기 위해 고지대 개발사업과 기타 비용효율적인 해결방법을 모

이렇게 시작된 아시아의 융합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색해야 한다. 급성장하는 경제국에서는 미래자본의 상당 부분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59 %, 세계 GDP

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향후 20년

의 36 %를 차지한다. 즉, 1 인당 GDP는 세계 평균의 약 2/3 정

동안 탄소의존도가 낮고 훨씬 더 탄력적인 경제구조를 갖춰나

도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가 2.5 %로 성장하고 아시아가 5 %

갈 기회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후 재난과 저성장의 악

(그다지 놀라운 속도는 아닌)로 성장한다면 2036년경 아시아

순환이 거듭되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투자자금 조

는 세계 평균을 따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경

달 자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제대국보다는 훨씬 뒤떨어진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으로 추가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성장의 실현은 모두 개방무

요약하면 아시아가 현재 직면한 많은 도전과제는 기회이기

역시스템에 달려 있으며, 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하는데 가장

도 하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아시아는 규정에 기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보호주의의 증가이다. 미국은 해로운 보

반한 질서체계 안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무역 및 투자를

호주의 조치를 도입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자유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과 인도와 같은 거대 경제국의 무역 및 투자 개방성 부재에 자

할 필요성이 있다.

극을 받아온 바 있다.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
역 협정이 필요하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
결하는 것은 훌륭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지만, 매우 진취
적인 합의는 아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국경간 데이터 및 서비스 흐름, 지적재산권 보
호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보다 심층적인 협약이다. 이
상적으로는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다시 합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 태
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가입할 것이다. 중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하면 가장 큰 결
실을 얻게 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내총생산(GDP)에
약 5천억 달러를 추가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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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n century has already begun. Asia has been
the fastest growing part of the world economy for a
considerable time already. It has the majority of the world’s
population, so if it continues to grow well it will emerge
as the largest part of the world economy. This success is
not inevitable, however. It will depend on policies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hile many policies
are relevant, I will emphasize two areas that are crucial
for Asia’s success: an increasingly open global trading and
investment system; and policies to mitig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The foundation for Asia’s recent success is the
convergence process. Among open economies, ones
that are relative backward grow more rapidly. There are
a host of complementary policies that are needed, such
as macroeconomic stability, strong education and heal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The effect of these
policies is augmented enormously by trade and investment
openness, which enable developing countries to focus
on their comparative advantage and benefit from more
advanced technology from economies on the frontier. We
have seen this process at work in Asia, first with Japan,
then with the four tigers, and later expanding to China,
Southeast Asia, and India.
While the convergence process has begun, it still has
a lot of scope to continue. Asia has 59%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36% of world GDP; that is, per capita
GDP is only about 2/3s of the world average. If the world
grows at 2.5% and Asia at 5% (not very ambitious) then
Asia would catch up to the average by 2036. But it would
still be far behind the frontier economies and have the
potential to grow well for a long time. All of this depends
on an open trade system, and the biggest threat to the
Asian century is rising protectionism. The U.S. has been
the leader in introducing new protectionist measures,
which are damaging; but the U.S. has been spurred on by
a lack of trade and investment openness in big economies
like China and India. In my view we need new trade
agreements to lock in openness. Concluding RCEP would
be a good first step, though this is not a very ambitious
agreemen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s a deeper
agreement that deals with new issues such as cross-border
data flows, services, and IPR protection. Ideally, the U.S.
will rejoin TPP and other economies around the Asia-Pacific
will join as well. The big gain would come if China joined
TPP. This would add about $500 billion to Asia-Pacific GDP
with much of the benefit going to China because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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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require it to reduce its still-significant import and
investment protection. Without new agreements, the
world is likely to go backwards with more protectionism,
slowing down innovation and growth all around.
The other big threat to Asia’s development is climate
change. The world is warming much faster than had
earlier been predicted, and seas rising more rapidly.
Asia is contributing to this as it emits more than half of
carbon emissions, even though its global GDP share is
only 36%. Asia will also bear a disproportionate share of
the costs of climate change. New projections show that
many important cities in Asia will largely be underwater by
2050, which is not far away: Shanghai, HCM City, Bangkok,
Mumbai, so name a few. Much stronger carbon reduction
policies are needed now to prevent catastrophic sea level
rise, and policies such as a steep price on carbon and
tough regulations on energy efficiency and emissions could
be a boon to new innovation in Asia. Beyond mitigation,
there is a need for smart adaptation because significant
sea level rise is already cooked into the outcome. The cities
I mentioned should be looking at new development on
higher ground and cost-effective ways to deal with the
encroaching seas. In rapidly growing economies much of
the future capital stock has not been built yet, so Asia has
an opportunity to use the next couple decades to make
economies much less carbon-reliant and much more
resilient. If they fail to do so, then there is a real possibility
of a bad cycle of climate disasters fueling slow growth,
making it harder in turn to finance the investments to
mitigate and adapt.
In summary, Asia’s many challenges are also its
opportunities. I have focused on two: the need for AsiaPacific-wide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 rules-based order; and the need to take
climate change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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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orld grows at 2.5% and Asia at 5%, catchup by 2036

October 2020
David Dollar, Senior Fellow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Brookings Institution

--Convergence depends on an open global

economy but are the U.S. and China turning
inward?

Summary
GDP growth
supported by
--AsiaconsumptioS
is at about two-thirds
of world
per capita
and
services
GDP, still w convergence potential

600

--Illustrative: if global GDP grows at 2.5% and

500
400

Asian at 5%, catch-up by 2036

300

--Lots of uncertainties, including: open global

200
100

economy (US trade war, China reform, Asia

0

pacts)

-100

Trump trade war

RCEP

China in TPP

-200

--Climate change is existential challenge (Asia

-300

= 50+% global carbon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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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in Global GDP from Different
Trade Policies (billion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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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Projections of Rising Sea Levels:
Shanghai Mostly Underwater by 2050

GDP growth
by
Importance
of Newsupported
Trade Agreements

consumptioS
and trade
services
--U.S.
turning inward: Trump
war
reduces world GDP by $301 billion
--RCEP adds $209 billion

--China joining TPP would add $485 billion
--Also, C-J-K trilateral pact and/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ith EU?
--Is China turning inward?

Mekong Delta and Ho Chi Minh City also
Underwater by 2050

Existential
Threat supported
of Climate Change
GDP
growth
by
--Asia produces just over half carbon emissions, but
consumptioS and services
only 36% global GDP

--Warming and sea level rise accelerate: most Asian
cities underwater by 2050 if current trends persist
--Carbon reduction and adaptation can both be
sources of new innovation and growth
--renewable energy, EVs, carbon neutral cities
require high carbon price, stric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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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GDP growth
supported by
--AsiaconsumptioS
is at about two-thirds
of world
per capita
and
services
GDP, still w convergence potential

이종화 | 고려대 교수

--Illustrative: if global GDP grows at 2.5% and

Jong-Wha Lee | Professor, Korea University

Asian at 5%, catch-up by 2036
--Lots of uncertainties, including: open global
economy (US trade war, China reform, Asia

약력

Bio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현재 고려대학교 넥스트 노말(Next

pacts)

Normal)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

--Climate change is existential challenge (Asia

조사국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 50+% global carbon emissions)

아 대학교·호주국립대학·북경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국제통화기

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제통합국장,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하버드 대학교·컬럼비
금ㆍ 미주 개발은행(IDB)ㆍ유럽부흥개발은행(EBRD)ㆍ세계 은행
(World Bank)·유엔 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의 자문위원을 맡
은 바 있다. 경제성장ㆍ인적자본ㆍ금융위기ㆍ경제통합 등의 주제
에 대해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발간했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경
제학회 청람상, 매경이코노미스트상,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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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Lee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and
the Chairman of its Next Normal Committee. He obtained
his Ph.D. in Economics from Harvard University. He was
previously a chief economist, head of the Offi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head of Economic Research
Office at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an economist
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He also served
as a senior advis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to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He has taught at Harvard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d Peking University and served as a consultant
to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MF,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World Bank,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Moreover,
he has written and published extensively on topics relating
to economic growth, human capital, financial crises, and
economic integration in leading academic journals. He also
served as the president of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KEA), and vice president of the Korea Money
and Finance Association. He was awarded KEA’s Cheongram
Prize (best young Korean economist), Maekyung Economist
Award in 1997 and Dasan Economics Award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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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아시아의 세기: 전망과 도전과제 |
20세기 후반 아시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기적’으로 평가된

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력 증대에는 몇 가지 주요 도전과제

다. 지난 수십년간 일본, 아시아 4마리 호랑이, 중국, 인도 및 아

가 있다. 첫째, 인구고령화 및 불평등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세안 국가들은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였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
이다. 두번째 과제는 바로 세계 보호무역주의와 미 . 중 갈등이

세계경제 생산량 및 소득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

다. 셋째, ICT 및 자동화기술 등 신규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부

재 1/3 이상으로 증가했다. 2050년에는 약 50%를 담당하며

터 발생하는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넷째,

300년 전 산업혁명 이전 시대와 같이 아시아가 다시 세계경제

역내교역과 금융통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협

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중국은 이미

력을 제약하는 중대한 장애물이다.

This Asian Century:
Prospects and Challenges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구매력평가(PPP) 기반의 GDP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을 추월했고 10년 안에 시장환율로 평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엄청
난 도전과제이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비용은 현재까

한 GDP 기준으로도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예측된다.

지 매우 컸으며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차

KIEP 30th Anniversary Seminar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아시아는 이러한 경제 성과에 자긍심을 갖되 안주해서는 안

원의 보건 및 경제 조치를 통해 전염병에 대응해왔다. 오늘날의

된다.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선언하기엔 아직 이르다. 여전

상호의존성의 시대에는 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히 아시아 신흥국과 서양의 선진국 간의 1인당 소득 및 생활수

역내 및 전세계적 협력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October 5, 2020

준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

지속적, 포용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중장기적 과제에 효과적으

요하다.

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Professor Jong-Wha Lee
(Korea University)

Abstract

Asia’s rise in the long run

| The Asian century: prospects and challenges |
Asia’s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late 20th century drew
acclaims of being a ‘miracle’.  Japan, the four ‘Asian Tigers’,
China, India, and ASEAN economies have shown strong growth
over the past decades.
The Asian share of output and income in the global economy
has increased to over one-third as of now. It is predicted to
reach about a half by 2050, and thereby Asia would regain the
dominant economic position it held some 300 years ago,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China is already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surpassing the US and Europe in terms of the size
of GDP based on PPP and it is predicted to overtake the US by
market exchange rates within a decade.
Asia should be proud of its economic achievement but
should not be complacent. It is too early to declare that the
21st century is the Asian century. There remain significant
gaps in per capita income and living standards between Asian
emerging economies and the Western industrialized economies.
Convergence will take some time.

124

There are a number of major challenges to the continuous
rise of Asian economic power. First, structural problems
including population aging and inequality will constrain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of many Asian economies. The
second major challenge is related to global protectionism and
US-China conflicts. The third is how to cope with the challenges
from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ICTs and
automation technologies. The fourth is the significant obstacle
that limits cooperation among the Asian nations despite a
persistent rise in regional trade and financial integration.  

Asia’s share of world GDP

Currently, the new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poses
formidable challenges in the region as well as worldwide. The
human and economic costs have been high and still on the rise.
Asian countries have responded to the pandemic with health
and economic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age of
interdependence, we need to bring back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to fight against a deadly virus and furthermore
respond effectively to the mid-term and long-term challenges
to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of Asian economies.

Note: Data for 1750-1790 are PPP and data for 1991-2050 are in market prices.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 2011.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28608/asia2050-executive-summa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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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is the Asian century?
Challenges to Asia’s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Long-term change in Asian GDP
Share of world GDP (1 AD-2000s AD)

Note: GDP share, percentage
Source: McKinsey & Co. Asia and the New Infrastructure Opportunity, Siemens Finance Week | February 2017.
https://assets.new.siemens.com/siemens/assets/api/uuid:e887d7c3-06dc-4e15-9762-fec1ade29a97/presentation-mckinsey-infrastructureopportunity-e.pdf



Slower pace of catching-up or convergence



Excessive dependence on external markets



Vulnerability and proneness to a crisi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Politics and institutions



Inequality



Population aging



Global protectionism and US-China conflicts



Technology adoption and innovation



Region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3

5

Rising power of China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in East Asia

Share of world GDP (%)

Inequality across developi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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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PPP(Purchasing Power Parity)-adjusted current international price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ource: World Bank Riding the Wave: An East Asian Miracle for the 21st
Centu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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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Balakrishnan et al., “An Achilles’ Heel”, Finance and Development,
Dec 2013

6

Opening Session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127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발표자료 Presentation

Building a more inclusive Asian economy








Getting the most benefit from old workers

The rising income inequality in recent decades is attributed to a
fast income increase (“Kuznets inverted U-curve”), trade
expansion,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and educational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tends to lower intergenerational mobility.

⚫

Ensure secure social safety nets and better-quality social services

⚫

Make taxation fairer for every individual and business

⚫

Build institutions for flexible and efficient allocation of labor

Low saving and investment due to high dependency rate

⚫

Increase in age-related welfare spending

Low productivity growth
- Older people are less likely to be innovative than younger people.



Need public policies to promote equal opportunities, rather than
equal outcome
Facilitate equal access to jobs, finance, and education

Decline in workforce

⚫

- Older people tend to have difficulty in adapting to new technologies.

Promote equal opportunity and social security for all

⚫

⚫

⚫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without harming economic
growth, is a major challenge.
⚫

Aging population tends to lower economic growth.





But, older workers can stay productive.
⚫

Better-educated and healthier than in the past

⚫

Longer work experience and better-quality skill training

Aging can stimulate investment in capital (physical and human
capital) substituting for labor.
Aging workforce can induce labor-saving technological progress.

7

9

Rapid speed of aging in Asia

The rise of economic nationalism and protectionism

Speed of aging














The U.S. and Europe have moved toward isolationism.
Public’s view on employment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trade is
often negative.
With the rise of nationalism and populism, many political leaders
worldwide have an increasing tendency of pursuing trade
protection and anti-globalization measures.

The US president Trump has advocated "America First" policy and
pursued protection measures.
The U.S. threatened to impose punitive import tariffs on Chinese
goods, citing China’s infring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spite recent US-China trade agreements, “technology war” has
escalated.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intensified anti-globalization.

Source: ADB, Tapping Technology to Maximize the Longevity Dividend in Asi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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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and global spillovers of the US-China trade conflict
Global value chain

Source: The impact of trade conflict on developing Asia, ADB Economic working paper series, 2018. Dec
Note: Chart shows the top 35 economies in the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in terms of global value
chain (GVC) participation. Node size is based on GVC participation, measured by the sum of backward and
forward participation Blue nodes are the top three economies in terms of GVC participation; green nodes, the
next 16; and orange, the following 16. Line thickness indicates the size of bilateral intermediate goods
exports, where lines are only shown when these exports exceed $10 billion. The line color is based on color of
source node.

Multilateral liberalization is better for all
Impact of multilateralization compared to the US-China agreement, %

Share of export in valued added(%)

Source: World Bank,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 Regional Economic Update, April 2020.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3477

Source : IMF

11

13

Impact of the US–China agreement

Robots and AI are rapidly expanding in Asia
Estimated shipments of robots

Impacts of the US–China agreement across economies, %

Source: World Bank,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 Regional Economic Update, April 2020.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3477

Sourc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World Robotics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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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of robots by industry

Source: ADB, Asia Development Outlook 2018: How Technology Affects Job?
Note: Annual supply of robots by indust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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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sia lead “the Asian century”?

Economic impacts of new technologies


Economic effec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still
uncertain.
⚫

⚫

⚫

⚫

Change in the US labor market



Asia’s integration and cooperation

Technological advances drive
productivity and long-term growth

Complemented by government-led
FTAs

⚫

New technologies can destruct old
industries, reduce jobs and
worsen income inequality.


New technologies such as ICTs,
robots and AI create new
occupations.

Robots and AI can have net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through industry linkages and
demand spillovers.

Share of intraregional goods trade,2017

Market-driven production
networks centered on China

⚫

⚫

Weak institutions for cooperation

⚫

Limited leadership in Asia

Major constraints and challenges
to Asia’s cooperation
⚫

Economic and political diversity

⚫

Strong influence of outside actors

Rising nationalism and territorial
disputes

⚫

Lack of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clear strategy for Asian
integration

⚫
Source: The Economist: Special Report on The Impact on Jobs Automation and
Anxiety, Will smarter machines cause mass unemployment?, June 25th 2016

Source: Tonby, Oliver et al. Asia’s Future Is Now, McKinsey Global Institute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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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role in promoting innovative and inclusive growth

“The great lockdown” hits Asia

The role of government in technology and skills development

GDP growth rates, 2006-2021
14

Suppor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doption
•

•

Strengthen ICT

Infrastructure
•

Expand R&D investment

•

Improve the efficiency of

•

Strengthe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Minimize

technologies

adverse effects

Improve quality of

•

•

support employment

Strengthen TVET

security as well as

Facilitate use of ICTs in

•

Enhance skill-technology
matching

10

•

World

Euro Area

Japan

Korea

US

ASEAN-5

China

India

8
6

efficiency

4

Provide adequate social

2

prot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

12

Design labor regulations to

education
program

R&D spending
•

Promote use of new

0

Strengthen consumer

-2

protection (personal data,

-4

market competition)

-6
-8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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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ding remarks









Asia should be proud of its strong economic performance
but should not be complacent.

박성훈 | 고려대 교수

It is too early to declare that the 21st century is the Asian
century. This can be a multi-polar century.

Sunghoon Park | Professor, Korea University

Asia is not a cohesive entity at all.

약력

The region should overcome the current COVID-19 crisis as well
as the structural and mid-term challenges to its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Bio

1993년 독일 베를린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7년부터 고려대 국제대학원(GSIS)에서 경제무역학 교수로 재직하

Asia needs to build stronger and more effective regional
cooperation.

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GSIS와 국제학부(DIS) 학과
장을 동시에 역임했으며, 2007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는 대학 본
부의 기획예산담당 부총장으로 일했다. 1993~1997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에서 연구 펠로우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마카오 유럽연
구소(2000~2014년),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2003년), 아시아 유럽재단
19

(ASEF) 대학(2000, 2004년) 등에서 방문 교수로 일했다. 풀브라이트 교
수/전문가 대상 장학금을 받아 2003-2004 학사연도에는 미 샌디에이고
의 UCSD 국제관계 및 태평양연구대학원에서 연수를 받기도 하였다. 뉴
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캔터베리대학교에서 어스킨 방문 펠로우십에
합격하여 참여하기도 했고 (2010년 7월~9월)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동
아시아학부 방문 교수직을 맡기도 했다(2010년 10월~2011년 1월, 2018
년 4~5월).
WTO 규정, 유럽 및 아시아 경제 통합, 한국의 대외 경제 정책 등 국제
통상 및 투자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연구해 왔으나 연구 분야가 이

Thank you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 경제와 남북통일 문제를 다룬 저
서 2권과 학술논문을 여러 편 발간하였다. 박성훈 교수는 지난 25년간
한국 정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에 정책 자문을 제
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07년 한국국제통상학회(KATIS), 2009년 한국
EU학회(EUSA-Korea), 2013~2014년 한독경상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5년에는 아시아태평양 EU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3년 9월 1일 자로 박 교수를 ‘장 모네

Jong-Wha Lee

석좌교수’로 선정했고, 그는 2014년 1월부터 유럽위원회의 재정 지원

E-mail: jongwha@korea.ac.kr
Office: 82-2-3290-2216

을 받는 KU-KIEP-SBS EU 센터의 소장직을 맡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는 EC의 지시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 전략적 파트
너십에 관해 진행되는 ‘장 모네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
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현재, 박 교수는 EC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EU-아시아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장 모네 네트워크 프로젝
트’(2019~2022년)를 수주하였고, 이외에도 유럽의 3개 대학과 아시아
의 2개 대학이 참여하는 또 다른 ‘장 모네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주하였다. 후자의 주제는 ‘EU와 아시아 간의 연결성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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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unghoon Park earned his Ph.D. degree in Economics from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in 1993, and has been Professor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Korea University since 1997. Professor Park has served Dean of both GSIS
and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IS) during March 2011 – February
2013. He worked in the university headquarters as Vice President for
Planning and Budget in March 2007 – January 2008, as well. Sunghoon Park
has held research fellowship a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during 1993-1997, and visiting professorships at Macau
Institute of European Studies (2000 – 2014), Ritsumeikan University (2003)
and ASEF University (2000, 2004), etc. For 2003/2004 academic year, he
was awarded a Fulbright Visiting Scholarship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IR/PS) a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nited States. Professor Park was awarded an Erskine Visiting
Fellowship from University of Canterbury in Christchurch, New Zealand (July
– September 2010), and took a Visiting Professorship at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at University of Vienna in Vienna, Austria (October 2010 –
January 2011 and again in April-May 2018).
Professor Park has been conducting researches primarily but not
exclusively on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olicy, including
WTO rules, European and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Korea’s external
economic policies. He also published two books and several academic papers
on North Korean economy and inter-Korean unification issues. Professor Park
has provided policy advisory services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PEC secretariat for the past 25 years. For the academic society of Korea, he
served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KATIS)
in 2007, the EU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EUSA-Korea) in 2009 and the
Korean-German Academ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in 2013-2014. He
was also President of Asia-Pacific Association of EU Studies in 2015.
As of September 1, 2013, Professor Park has been awarded a Jean
Monnet Chair Professorship by the European Commission. Since January
2014 he has been serving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KU-KIEP-SBS
EU Centre, whi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Since September 2016, he is the Project Manager of a Jean Monnet Network
Project on the EU’s Strategic Partnership with East Asian countries, which
was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s of September 2019,
Professor Park has been awarded a second Jean Monnet Network Project on
EU-Asia Connectivity (2019-2022) by the European Commission’s Erasmus+
Programme. Also, another Jean Monnet Network project was awarded at
the same time for the duration of three years, which involves 3 universities
in Europe and two in Asia. The theme of this project is to ‘enhancing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EU and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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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 아시아의 미래: 지역통합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

| Future of Asia: with a Focus on Leadership in Regional Integration |

프레스토위츠(2006)는 21세기 ‘부와 권력의 대이동’이 아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간의 리더십경쟁, 그리고 이의 구체적 표현

시아를 향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가 세계경제

인 미중무역전쟁 등이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향한 국가간 경

성장의 엔진이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1990

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리더십부재(leadership vacuum) 상

년대 중반 이후 거대한 물결로 다가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태로 불리울 정도의 환경요인에 따라 잠정적으로 아시아 협력/

(globalization) 현상의 중요한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을 이끌어 갈 중책을 위임받은 ASEAN (ASEAN-centrality)도

즉, 글로벌화에 편승한 아시아 주요국(특히, 중국, 인도, 일본,

이러한 리더십 경쟁의 한 측면을 보여 준다.

한국)들이 지난 30년간 해 온 것처럼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 투
자, 교역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21세기에는 아시
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과연 아시아는 이렇게 매우 경쟁적인 리더십 조건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가?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미중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최근 수년간 세계 정치경제지형

발전적인 아시아의 미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어디

에서 관찰되고 있는 자국이익중심주의, 고립주의 현상은 ‘21세

에서 찾을 것인가? 발표자는 여기에서 화해외교(reconciliation

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전제조

diplomacy)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건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즉,
세계화현상이 퇴조할 경우 무역,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온 아시아 국가들의 미래 발전양식은 수
정이 불가피해 진다는 것이다.
세계1-2차대전이라는 중대한 역사단절을 경험했던 유럽 국
가들은 1945년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반
복될 경우 유럽의 공동번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지역 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을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 디뎠다. 이러한 전후 초기의 노력들이 커다란 결
실을 맺었는데, 여러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27개국으

Clyde Prestowitz (2006) said that in the 21st century
there will be a great shift of wealth and power to the
East, predicting that Asia will become the engine of global
economic growth. This prediction can be interpreted as an
important outcome of the globalization of global economy
that swept the world since the mid-1990s. It is generally
forecasted that the 21st century will be Asia’s era if key
countries in the region (especially, China, India, Japan and
Korea) that gained from globalization continue to pursue
active economic activities in production, investment, and
trade targeting the global stage like they have for the past
30 years.
The phenomenon of countries prioritizing their own
national interest above all or shifting towards being
isolated from the world that we see in recent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in the past few years, such as
the US-China trade war or Brexit, raises concern that the
critical premise that validates the ‘21st century is the era
of Asia’ prediction may no longer stand. In other words,
if the globalization trend takes a decline, the future
development of Asian countries, which have been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by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will inevitably take a different form.

로 성장한 유럽연합은 1950년대 초중반 성사된 파리조약(1953
년)과 로마조약(1957년)이 지향하는 공동번영을 성취하였다.
세계의 모든 국가(지역)들이 닮고 싶어하는 복지국가의 전형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통합은 국
가들의 평화적 번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유
럽의 지역통합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지역통합을 이
끌어 가는 ‘리더십’이 매우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상호불신, 적대감으로 점철되었던 독일-프랑스 양국
이 유럽통합을 위한 ‘핵심적 양국관계(Key Bilateral Relations:
KBR)’를 형성하고 활용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시아 국가들도 1990년 후반 이후 지역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SEAN+3, RCEP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
한 지역협력/통합의 노력 들 중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이 바로
리더십과 관련된 이슈이다. 과연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유사하
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통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제가
형성될 수 있는가? 유럽에서 보았듯이 KBR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요인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본 발표는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전통적인 관점에서 아시아에서 관찰되고 있는 리더십
경쟁을 조망한다. 즉, 중국과 일본이 전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a huge
severance in history during the two world wars, shared
an awareness even before the war ended in 1945 that if
their history of conflict and hostility continues, Europe will
not be able to achieve shared prosperity. And they took
a huge step towards regional integration that involves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ese efforts right after the
two world wars resulted in a significant outcome. And the
European Union (EU) grew to the current 27 member
states despite several crises and achieved the shared
prosperity the Treaty of Paris (1953) and the Treaty of
Rome (1957) aimed for. It set an example of a welfare
state that all other countries and regions of the world
wanted to achieve. As seen in the case of Europe, regional
integration creates a crucial environment for countries
to achieve peaceful prosperity. A point we must take
note of in the journey of Europe’s regional integration is
that the ‘leadership’ that led the regional integration was
established in a highly effective manner. A key example
was in Germany and France, the two countries that were
plagued with distrust and hostility, forming a key bilateral
relations (KBR) to pursue European integration.

regional integration since the late 1990s. But the issue
that has been neglected in the many efforts in achieving
regional cooperation or integration such as ASEAN+3
and RCEP is the issue of leadership. Will Asia be able to
form a mechanism that will lead regional integration by
demonstrating leadership like in the case of the EU? How
can we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lead to building a
KBR similar to the case of Europe? This presentation will
propose answers to these research questions.
First, the presentation will focus on the competition
towards leadership found in Asia from a traditional point
of view. Since the war, China and Japan have pursued
national strategies to expand their influence in Asia.
Recently, the US has shown new interest in Asia (‘Pivot to
Asia’), which led to a leadership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manifested as the US-China trade war. These
are examples of the competition among countries to
gain leadership in Asia. ASEAN (ASEAN centrality), which
was tentatively imposed the mandate of leading Asia’s
cooperation and integra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a leadership vacuum, also demonstrates an
aspect in leadership competition.
How can Asia resolve this competitive landscape in
leadership? What are the most essential factors required?
Where will we find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in
defining a constructive future of Asia? The presentation
will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reconciliation
diplomacy.

향력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미
국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경주하면서 (‘Pivot to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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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미래와 세계경제

아시아의 미래:

• 프레스토위츠(2006)는 21세기 ‘부와 권력의 대이동’이 아
시아를 향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가 세계경
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임을 예측하였음.
• 이러한 예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대한 물결로 다가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현상의 중요한 결과물
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지역통합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KIEP 3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2020.10.5

– 즉, 글로벌화에 편승한 아시아 주요국(특히,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들이 지난 30년간 해 온 것처럼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 투자, 교역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21세기에는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 이는 1970년대 아시아신흥공업국(ANIEs) 부상 및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구도개편 압력이 21세기에도 또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음
을 암시
– 중국, 베트남, 인도, 한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잠재력 지속적 강화

박성훈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Jean Monnet Chair 교수
KU-KIEP-SBS EU 센터 소장
shpark@korea.ac.kr

최근 세계경제의 지경학적 추세

발표 순서

• 글로벌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변화도 감지되고 있음.

•
•
•
•
•

아시아의 미래와 세계경제
최근 세계경제의 지경학적 추세
아시아의 지역통합 필요성: 유럽통합의 교후
아시아의 지역통합 현황과 문제점
아시아의 지역통합 성공을 위한 조건: 리더십 기제
의 구축
•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제안

– 자국이익중심주의: 트럼프행정부 무역정책; 영국의 브렉시트 등
– 고립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스코트랜드/카탈류나의 독립 움직임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중 무역전쟁의 지속; WTO 체제의 약화

•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고착화될 경우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 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전제조건이 더 이
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 연결이 크게 약화
– COVID-19은 국가간 연결성 확대를 제동하는 요인으로 작동
– 자국이익중심주의는 아시아 내에서도 감지
• 중국, 일본의 패권주의, 보호주의 등

– 아시아의 미래성장양식에 수정이 가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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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지역통합 필요성:

아시아의 지역통합 성공을 위한 조건:

유럽통합의 교훈

리더십 기제의 구축

•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세계1-2차대전에
의해 역사단절을 경험했던 유럽 국가들의 지난 70년간의
통합노력을 ‘아시아 시각＇에서 되돌아 보는 기회를 제공
• 유럽의 경우 공동번영 위한 노력을 전쟁 종결전 이미 시작
–
–
–
–

• ASEAN-Centrality의 문제점
– ASEAN 자체의 협력/통합에 치중
– ASEAN의 정치적/경제적 리더십이 동북아에 크게 못 미침

• 아시아 협력/통합의 리더십 경쟁을 리더십 협력으로 변화

쟝 모네, 로베르 슈망 등 사상가/정치가들의 혜안
파리조약(1953)/로마조약(1957) 등을 통한 제도적 통합을 중심으로
통합의 심화/확장/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연대를 구축
여러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통합노력을 경주

– 중일 리더십 경쟁
– 미중 리더십 경쟁
– ASEAN Centrality에 대응하는 한국의 리더십 확보?

• 아시아의 맥락에서는 KTR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전망

• EMS 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 한중일 3국의 의견 일치가 매우 긴요
– 유럽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가간 ‘화해(reconciliation)’의 경험이 거
의 없다는 중대한 차이점 발견

• 지역통합은 국가들의 평화적 번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환
경을 조성
– 특히 독일-프랑스 양국이 유럽통합을 위한 ‘핵심적 양국관계(Key
Bilateral Relations: KBR)’를 형성하고 활용

아시아의 지역통합 현황과 문제점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제안

• 아시아 국가들도 1990년 후반 이후 지역통합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경주

• CAMPUS Asia 프로그램 지속적 확대 필요
– 청장년의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이해 및 평화공존을 위한 토대 구축

– 그러나, 중복(overlap)/편절(fragmentation) 등의 문제점 노정

• ‘화해외교’의 모범적 성공사례(Best Practices) 축적할 필요

• 다양한 형태의 지역 협력/통합 이니셔티브 제안/실행

– 한일 화해외교; 중일 화해외교; 한중 화해외교 등 양국간 화해외교
– ASEAN/동북아 등 소지역 차원의 화해외교 추진을 통해 양자프로
그램의 단점 보완 필요(유럽통합à독불 화해외교 강화)

– 범지역적 차원: RCEP; TPP; ASEAN+3; FTAAP 등
– 소지역적 차원: ASEAN Community; C+J+K FTA 협상; ASEAN+1’s
– 양자간 차원: 한중 FTA; 일-싱 FTA 등

• 한중일 공동학위제도의 확충
– 유럽의 ERASMUS는 지난 30년간 유럽 청장년의 유럽인으로서의
자아발견(identity building)에 크게 기여
– CAMPUS Asia 프로그램의 중장기 발전로드맵 개발
– 교류확대를 통해à공동학위제도로 발전
– 특히 ‘화해외교’를 주제로 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

• 그러나, 중대한 한계 노출: 특히 ‘리더십‘ 핵심적 문제
– 리더십 기제: 과연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유사하게 리더십을 발휘하
여 지역통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제가 형성될 수 있는가?
– 효과적인 KBR(또는 KTR) 구축을 위한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 아세안중심주의 (ASEAN-Centrality)의 기여도는 어떠한가?
–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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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 서울대 교수
Young-Rok Cheong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감사합니다.

약력

Bio

1958년 한국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과를 졸업하고 1990년 로스
앤젤레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교직원이 되기 전 대외경제정책연구
원(KIEP)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학교 국제대학원(GSIS) 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베이징 주재 한
국대사관에서 두 차례 근무했는데, 처음은 경제연구관으로(1993
년 5월~1995년 8월), 다음에는 경제공사(2011년 10월~2014년 2
월)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개혁, 중국 발전에 있어서 화교의 역할, 금융권에 초
점을 맞춘 비교 관점에서의 아시아 발전, 그리고 특히 한 . 중 경제
관계 등이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을 개인적으로 자
랑스러운 업적으로 생각한다.
SBS콘텐츠허브, 삼호조선, 하나금융그룹, KEB하나은행, 포스코
경영연구원,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사외이사
로 재직하였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
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8년 말까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그의 고향인 경남지역의 경제혁신추진
위원회 위원직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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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Korea in 1958. Graduated from Econ. Dep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ot his Ph.D. fro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 Los Angeles in 1990. He served as
a researcher in the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before he became a faculty member of
GSIS Yonsei University in 1998. He is now working as a fulltime professor at GSIS of SNU since 2001. He served twice in
the Korean Embassy to Beijing as both economic researcher
(May 1993~August 1995) and Minister in charge of economic
affairs (October 2011~February 2014). His major research
field is Economic Integration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China’s economic reform in general and role of overseas
Chinese to China’s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focusing financial area, and SinoKorean economic relationship in particular. Personally he is
proud of launching the Campus Asia Program.
He served as independent director in many of leading
Korean companies such as SBS Contents, Samho
Shipbuilding, Hana Financial Group, Keb-Hana Bank, POSCO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Investment Holdings.   Also
he worked as committee member for Korean Nation Brand,
committee chair for Blind Trust of Government Official.  
He also served as council member of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until end of 2018. He is serving as reform
committee member for Kyungnam (one of Korean province
and his hometown) Economic Development.

143

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

KIEP 30th Anniversary Conference

토론 Discussant

MEMO

박인원 | 고려대 교수
Innwon Park | Professor, Korea University

약력
박인원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국
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 고려대 글로벌연구소 동아시아연구센
터장을 맡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고려대학교 근무를 시작하기 전 1993~1998
년에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했다.
2007~2008년 고려대 대외협력부 부총장, 2010~2011년에는 국
제학부 및 국제대학원 학과장을 지냈다. 최근 학술지에 발표
한 논문으로는 「Socio-Political Determinants of Interdepend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An Empirical Application(상호 의
존적 지역 무역 협정의 사회정치적 결정요인: 실증적 적용」
(Singapore Economic Review, 2020),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Past and Future(동아시아 지역 무역 협정의 과거
와 미래)」(Development Policy Review, 2020) 및 「Formation of
Interdepend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Production
Networks(상호 의존적 지역 무역 협정 및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
(The World Economy,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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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Innwon Park is currently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Economics at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irector
of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Glob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Before joining Korea
University in 1998, he worked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in 1993-1998. He served as a
Vice President for Development and External Affairs at
Korea University in 2007-2008 and a Dean of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in 2010-2011. His recent
published articles in scholarly journals include “Socio-Political
Determinants of Interdepend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An Empirical Application” (Singapore Economic Review,
2020),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Past and
Future” (Development Policy Review, 2020), “Formation of
Interdepend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Production
Networks” (The World Econom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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