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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새로운 국제지역환경과 대외경제관계,
APEC 및 동북아경제협력, 통일 관련 국제협력분야”

KIEP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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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IEP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발
족한 이후 20여 년 동안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새로운 국제
지역환경과 대외경제관계, APEC 및 동북아경제협력, 통일 관련
국제협력분야 등에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 한 해였습니
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경제가 국제적으
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연구로 뒷받침하
기 위해 KIEP도 참으로 바쁜 일 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KIEP의 2008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
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8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
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
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
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2008년 KIEP는 시의성이 높은 4대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20개 기
본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WTO 체제개혁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자유화 협상 등 다자통상 현안, APEC 경제협력 등 지역현안 및 FTA 등 양자간 통상
현안에 대해 정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환경 변화
에 대응하는 연구로서, 우리의 대외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
는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와 북한의 변혁에 대비한 기초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였습
니다.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정책
적 대응방안과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전략 및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도 제시하였습니
다. 또한 지역연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미국, 중국과 같은 우리
의 주요 교역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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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경제의 국제적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대외활동들도 많
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센터, DDA 종합연구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대
외경제전문가 풀, SNU-KIEP EU연구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관련연구를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북경사무소와 미 워싱턴 소재 KEI를 운영함으로
써 발빠른 현지 동향 분석과 우리경제의 대외홍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도 KIEP-SAIS 공동연구, KIEP 경제분석모형/DB 사업, 세계지역연구 강화사업,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아시아경제패널 주관 및 학술지 발간
사업 등을 통하여 연구네트워크 및 연구방법을 강화하였으며, 많은 국제세미나와 정
책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국제금융질서의 재편 움직임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을 정
확히 분석하고, 글로벌 위기 이후 국제경제 동향에 대비하여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중점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FTA 등 경제협력
방안과 해외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통합, 남북
경제협력 등의 현안에 대한 연구와 OECD/DAC 가입에 대비한 원조정책 방안을 제
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IEP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시의적
절하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담긴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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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 업무영역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동향 및 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국내외 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연혁
1989. 8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1989. 12

특별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재단법인 해산)

1990. 1 	KDI로부터 미 KEI 감독업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사무국 업무
인수
1992. 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치(사단법인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해산·흡수)

1992. 10

북방지역센터를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993. 7

대외경제전문가풀 운영업무 추가

1994. 1

대외경제전문가풀 사무국 지정(대외경제위원회)

1994. 12

APEC 연구센터 지정(대외경제조정위원회)

1995. 3

북경사무소 설치

1997. 1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설치

1997. 10

부설 지역정보센터를 본원으로 통합

1999. 1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0. 4

지역정보센터를 세계지역연구센터로 개편

2002. 3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설치

2003. 4

동북아연구개발센터를 동북아경제협력센터로 개편

2004. 12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 지정(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2005. 12 SNU-KIEP EU센터 설립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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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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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사업 개요

▒

연구사업 현황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
핵심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관련 정책 입안·평가, 대외
협상 전략 제시, 정상 및 각료 선언문 작성, 협상대표단 참여, 정책 홍보 등으로 정책수립에 기여함.

정책기여 현황
KIEP

012

• 2006~08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기본연구과제 56건, 수탁연구과제 303건, 수시연구과제
81건으로, 총 440건에 달함.
• 이 중에서 2008년도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142건으로 집계됨.

2008 연차보고서

• 142건의 보고서 외에도 정부요청 단기과제(이슈 페이퍼)로 71건의 연구를 수행함.

분야별 정책기여의 형태
• FTA/DDA 정책
• 해외지역연구 및 사례 분석
• 동북아 및 지역경제협력
• 국제거시금융 분야
• 중장기 통상전략 분야
• FDI/ODI 정책
•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 2008년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 현황
기여분야

FTA/
DDA

해외지역
연구 등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국제거시
금융

중장기
통상전략

FDI/ODI

ODA

기타

합계

건수

35

30

23

13

11

9

7

1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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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시금융

2006~08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8년도 국제거시금융 분야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
서는 총 13건임.

국제거시금융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 원화의 국제화 및 금융업 발전방안 제시
• 환율제도 연구 및 환율 예측
• 거시금융 분야 주요 세계 연구동향 분석 제공

구분

보고서명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2008)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2008)

기본연구과제

013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 국제거시금융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KIEP

•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국제거시 동향 및 정책 분석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2007)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2006)
외환수급 예측 모형 개발(2008)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2008)

수탁연구과제

석유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기능개선 연구(2008)
국제금융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2007)
Flexible BBC Exchange Rate System and Exchange Rate Cooperation in East Asia(2008)
제1세대 및 제2세대 아시아신흥공업국(ANIEs)간 직접투자, 수출 및 경제성장의 상호관계 비교연구: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2008)

수시연구과제

Real Exchange Rate Dynamics in the Presence of Nontraded Goods and Transaction
Costs(2008)
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US Policy Choice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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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통상전략
2006~08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8년도 정부의 중장기 통상전략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11건임.

중장기 통상전략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제시
•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환경정책 및 협력방안 연구
• 해외자원 개발 및 플랜트건설 진출 활성화방안 제시

KIEP

014

✽ 중장기 통상전략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2007)

기본연구과제
2008 연차보고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2006)
Post-2012 국제협상활동 전문가 만족도 조사(2008)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일간 협력강화를 위한 조사분석(2008)

수탁연구과제

중남미 광물·에너지 자원개발 및 플랜트산업 진출방안 연구(2008)
원자재 수입 효율화 방안(2008)
아프리카 자원개발 및 플랜트건설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2008)
주요 국가별 자원편람(2008)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2008)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과제와 방향(2007)

수시연구과제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연구: 무역 및 투자부문(2008)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2008)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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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DDA 정책
2006~08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8년도 정부의 FTA/DDA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
서는 총 35건임.

FTA/DDA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 한₩중 및 한₩일 FTA 분야별 평가 및 협상전략 제시
• DDA/WTO 동향분석 및 정부대응 전략 제시
• FTA/DDA 협상타결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 한국 측 협상 기본안 또는 양허안 마련
•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한₩EU, 한₩인도, 한₩캐나다, 한₩멕

✽ FTA/DDA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구분

015

보고서명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2008)
한·중 FTA 협동연구(2008)
WTO 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2008)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 전략(2008)

기본연구과제

KIEP

시코,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GCC FTA 등 진행 중인 FTA 협상지원 등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2008)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2007)
한·미 FTA 협동연구 -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2007)
한·일 FTA 협상재개 대비 한·일 FTA의 농업분야 영향분석(2008)
한·GCC FTA 방송통신 분야 시장분석 및 협상의제 발굴(2008)
한·미 FTA 미국의회 비준 전망과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2008)
수탁연구과제

소규모 각료회의 타협안에 기초한 DDA 협상타결의 경제적 영향분석(2008)
DDA 협상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2008)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 검토회의(TPR) 정부보고서(2008)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2008)

수시연구과제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2008)
Empirical Analysis on U.S. Congressional Voting on Recent Free Trade Agreement
Bill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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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2006~08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8년도 FDI/ODI 분야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
는 총 9건임.

FDI/ODI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경제효과 분석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 제시
•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성과분석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주요국의 FDI/ODI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KIEP

016

✽ FDI 및 ODI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2008)

2008 연차보고서

기본연구과제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2008)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2007)
중국의 무역·외국인투자 정책변화와 우리기업에의 영향 및 정책 시사점(2008)
중소 서비스업 해외투자 전략 연구(2008)

수탁연구과제

경제자유구역별 차별적 발전 유도방안 연구(2008)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새로운 외국기업 유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용역(2007)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Ireland
(2008)

수시연구과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2008)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과 역내 FDI 흐름에 관한 연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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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역연구

2006~08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해외지역정보 및 해외사례 제공을 통해 2008년도 정부
의 정책형성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30건임.

지역연구 및 해외사례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 관련국 동향에 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지역별 통상전략 수립 지원
• 양자간 주요 경제현안 분석 제공
• 국내 주요 현안에 관한 해외사례 제공
• 대통령 등 주요인사 해외순방 시 관련국에 관한 심층자료 제공
KIEP

✽ 해외지역연구 및 사례분석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2008)
기본연구과제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2008)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2008)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2008)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2008)

017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 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2007)
우즈베키스탄 노동환경·고용허가제 실태분석 및 진출기업 노무관리 방안연구(2008)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 변화전망 및 우리 경제에의 영향(2008)
수탁연구과제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진출확대방안(2008)
FTA 등 통상협상에 따른 베트남의 노동시장 현황 및 진출기업의 성공적 노무관리 전략 연구(2008)
인도 지식기반산업 전문인력의 경쟁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2008)
세계화에 따른 산업지역간 격차에 대한 정책대응(2008)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2008)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2008)

수시연구과제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2008)
한·중·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2008)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2008)
한·일 양국의 에너지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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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

2006~08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8년도 정부의 동북아(대북 정책 포함) 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협력체(APEC 등) 분야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23건임.

동북아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협력체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 동북아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 도출
• APEC, ASEM, ASEAN+3 주요 의제에 관한 연구
• 지역경제협력체 한국 측 기본입장 마련 및 관련 회의 참석 및 지원
• 남북 경제관계 주요 현안분석 및 전망을 통한 정책수립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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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지역경제협력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2008 연차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2008)

기본연구과제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2008)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새로운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2007)
동북아 경제협력 차원에서의 FTA 추진정책(2008)
상생과 공영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2008)

수탁연구과제

「비핵·개방·3000 구상」 세부 이행방안 연구 - 북한 5대 경제특구 선정·개발 및 인프라
구축 방안(2008)
Developing a Roadmap toward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2008)
APEC FTAAP 추진을 위한 연구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2008)
한·ASEAN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2008)

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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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 특징과 시사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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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ODA)  

2008년도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7건임.

ODA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 대외원조 정책평가 및 역량강화 방안 제시
• 해외 공적개발원조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구분

보고서명

KIEP

✽ ODA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019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2008)

한국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2007)
우리나라 대외원조 정책의 선진화 방안(2006)
ODA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2008)

수탁연구과제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2008)
기본연구과제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2008)
국제사회의 언타이드 원조동향과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언타이드 추진방안(2007)
국제개발은행 신탁기금 장기 운영전략(2007)
우리나라의 개발정책 경험과 대개도국 시사점(2008)

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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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책

2006~08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8년도 정부의 기타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14건임.

기타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 기타 국제거시 및 대외경제 정책연구
• 정부의 국제협상 지원활동

✽ 기타 분야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KIEP

구분

020

보고서명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2008)

기본연구과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2008)

2008 연차보고서

한·중 금융 물류허브 경쟁과 우리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2007)
농업협상 세부원칙 의장 초안 해설(2008)
수탁연구과제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 분석(2008)
FTA 추진 등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2006)
Eurasian Economic Community(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on(2008)

수시연구과제

Experimental and Behavior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2007)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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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관련사업

▒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
2008년 한 해 동안 동아시아 포럼, 통일국제협력 포럼, 동북아 논단 등 각종 국제/국내 세미나 개
최 및 해외방문학자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및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East
KIEP

Asia InfoNet 영문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수행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021
• 제4차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례 국제세미나
• 제1회 해외정책협의회: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북₩중 경제협력의 변화와 전망
• 제2회 해외정책협의회: 미국₩베트남 관계개선이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
•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및 과제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2008년 사업실적

- 해외방문학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연구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형성 도모
• 뉴질랜드, 중국,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총 15인의 방문학자 초청
- 동(북)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선별 후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영문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함으로써 국내외 연구자 및 정책수립자들의 연구 및 업무 수행 효
율성 제고
• 2008년 12월 현재 총 4,599건의 자료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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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종합센터 운영
DDA 및 경제개방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고 국제통상연구회를 운영하며, 대
국민 홍보 및 세미나 등을 통해 DDA 협상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국제
경제와 시장경제의 원리, 국제사회의 규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관련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보고서 발간
-『WTO 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2008)
• 통상법 관련 강의 실시(8회), 세미나 개최(9회)
• DDA 및 개방관련 세미나 개최(3회)
• DDA 관련 정부주최 세미나, 간담회 참석(53회), WTO 협상 참여(2회)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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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18건)
• 업계실무자 간담회(12건)

2008 연차보고서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APEC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하며, 관련 회의에 대한 대정부 지원 및 연
구자료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APEC/PECC Korea Newsletter 발간을 통해 연구성과를 공시하
고 있으며, ASC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APEC 정상회의, 통상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관련
대정부 지원을 통해 APEC 연구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APEC FTAAP 추진을 위한 연구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수행
•『APEC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연구 수행
•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FTAAP) 전문가토론회 개최 및 결과 발간
• SOM II에서 정상 지시사업의 결과로『APEC FTAAP 추진을 위한 연구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결과 발표
• 2008 페루 ASC 국제컨퍼런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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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전문가풀 개최
• APEC/PECC Korea Newsletter 연간 4회 발간

▒

대외경제전문가풀 운영
연구회(분과회의) 개최 및 정부 요청의 국제회의 지원 등을 위해 대외경제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각 연구회는 20인 이내, 지역연구회 산하 분과는 14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연구회에 1~2명의 간사를 지정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가 절실한 비공식 국제회의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국제거시금융 연구회(13회), WTO 연구회(7회), FTA 연구회(1회), FDI 연구회(2회), APEC 연구
회(1회), 에너지/환경 연구회(3회), ODA 연구회(2회), 세계지역 연구회(41회) 등 총 70회 개최
• 외교통상부 지원(8회), 기획재정부 지원(1회), 지식경제부 지원(1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원(2회)

▒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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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석(12회)

KIEP

• 연구회 개최

SNU-KIEP EU 연구센터 운영
EU 집행위원회의 지원하에 2006년부터 각종 세미나 개최, EU 연구자 초청사업, 국내 EU 관련 연
구자 파견사업, EU 연구시리즈 출판 등을 통해 EU 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럽 개
별국들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통해 양국간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대한 심
도 있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한-EU 및 개별회원국과의 정치/경제/문화적 협력관계₩관련 국제세미나 개최(5건)
- 독일의 최근 사회적 시장경제 동향과 발전(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Past,
Present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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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한-EU 고위급 포럼 (The 2nd Korea-EU Senior Forum)
- EU through the Eyes of Asia
- 제2회 한-불가리아 국제세미나 (The 2nd Korea-Bulgaria International Seminar)
- Soft Power and Asia-Europe Partnership
• EU센터 연구시리즈 출판(3건)
- Prospects for European Foreign Policy
-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유럽문화수도 프
로그램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EU센터 번역물 시리즈 출판(2건)
- 신경제제도론(블라디미르 안드리아노프 저)
- 20세기 유럽경제사(이반 버렌드 저)
• (사)한국EU학회, (사)한독경상학회 등 국내 EU 관련 학회지원
• 기타 EU 관련 내외신 언론 기고 및 인터뷰, 한-EU FTA 협상 자문 등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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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차보고서

북경사무소 운영
중국의 현지 동향을 빠르게 분석하고 한국경제 및 정책을 중국에 홍보하기 위해 수시로「중국경제
현안브리핑」
을 작성/배포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한중경제포럼을 운영하여 한₩중
간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본 북경사무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국 관련 정책에 기여하
며, 한₩중 간 네트워킹을 강화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관련연구를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한
국경제 홍보사업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중국경제현안브리핑 발간(26회)
• 한중경제포럼 개최(6회)
• 지역경제포커스 집필(1회)
• 중국 중앙재경대학과 공동세미나 개최
- 중국의 정부연구기관, 언론기관, 한국주재기관 등 9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KIEP-AMR 공동세미나 등 3건의 세미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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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네트워킹 활동(중국측 61건, 한국측 90건)
• 한국경제 홍보
-“Economic Bulletin”발송(12회)
-“Korea’
s Economy 2008”발송
- 廣州일보 曺蘇寧 기자 일행 한국 방문 지원(1.15)
- 정여천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중국 和信網 인터뷰(6.13)
- 중국 國際商報 인터뷰(7.11), 북경대 경제학원 특강(11.18) 등

▒

미 KEI 운영
현지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경제 및 정책을 미국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한₩미 여론주도층
의 토론회나 한₩미 정책세미나, 한₩미 합동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
본 KEI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효과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경
제를 적극 홍보하여 한국 여론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미국 내 한국 및 아시아 관련 동향분석 자료 수집/제공
“KEI Reports”
를 통해 미국 내 한국/아시아 관련 경제의 심층분석 결과를 국내외 기관에 제공
• 한국경제 및 경제정책의 대미 홍보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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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업실적

KIEP

며, 학술 및 정책용역사업과 인사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Korea Insight”(월간), “Korea’
s Economy”(연간), 학술세미나 논문집 등을 발간하여 미국
여론주도층에 집중 배포함으로써 한국경제 상황을 미국 내에 효과적으로 알림.
• 한₩미 합동 학술토론회 개최
- 9월 16~18일 동안 New York University에서“Shifting Strateg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Korea”주제로 한₩미 합동 연례학술회의 개최
• 학술 및 정책 용역사업
- Thomas Willett 박사와 안충영 박사 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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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SAIS 공동연구
한₩미 관계 및 한반도 이슈 관련 미국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한₩미관계 및 한국 관련 정
치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미국 내 정책연구 지원, 한₩미 간 지적/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운
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학 석사과정 확대를 통한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전/현직 국무부 관
료 및 미국 내 한국전문가 강사를 초빙하여 외교/지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Visiting Scholar
Program, High Level Discussion, Policy Dialogue Program을 통한 한₩미 전문가 토론을 활성
화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정책연구 지원사업
- Working Paper 시리즈, SAIS 석사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 연례 보고서 작성
KIEP

026

• 북한 경제 공동 연구(NEAR 재단 공동)
• KIEP-SAIS 연례 포럼 개최
• US-Korea 연례 보고서 작성

2008 연차보고서

• Korea Forum 운영
• DPRK Economy Forum 운영
• 『북한경제백서』 발행
• 한국학 전공과목 운영, 한국어 교육 확대
• 한국학 전공자 장학금 지급(총 10명)

▒

KIEP 경제분석모형/DB 사업
2007년에 개발된 KIEP 거시경제모형을 확장하여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고, 지난 모형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중₩일₩RW, 5국 모형
을 구성하고 특히 자산시장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거시적 충격
발생 시 한-중-일-미 사이에 상호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결
과를 제시하였다.

KIEP-AnnualReport������-1-2���.i26 26

2009.9.9 8:46:41 PM

2008년 사업실적
• 기존 모델에서 한-미-일-중-세계 모형으로 확장하여 주요국에서 발생한 충격이 한국에 미치
는 영향을 추정
•해
 외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경우 그 충격의 경로 및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2009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

▒

세계지역연구 강화사업
BRICs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신흥개도국 전문가, 지역연구 DB를 국가적인 차
원에서 일원화하여 국가정보자원을 집중시키고 이를 국가지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현지기관
과 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
슈별 집중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대상국을 다양화하고 투자진출 인기 및 비인기 지역
의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며, 보다 전략적으로 세계지역별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써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문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BRICs Information Center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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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신흥개도국을 연구하는 해외학자들을 초청하고 공동연구를 실시함으로

KIEP

계적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국내교육과 현지연수를 병행하는 정규과정 외에도 세미나 형식의 이

- 국내 및 해외 전문가 DB 확충
- 해외 유관기관과 콘텐츠 협력 MOU 체결
- 신흥개도국의 전문정보 추가(7,106건)
- 전문가정보 등재(822건), 전문가(국내 867명, 해외 577명)의 정보 업데이트
- 10개 기관과 추가 협력 체결
▶ TIER(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DEIK(Foreign Economic Relations Board)
▶ CASE-Ukraine(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n Ukraine)
▶ SRC(Social Research Center)
▶ CASE-Kyrgyzstan(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n Kyrgyzstan)
▶ INEASD(Institute for Advanced Develop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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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C(Economic Research Center)
▶ IES(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ISO(Istanbul Chamber of Industry)
▶ PP(Institute for Public Policy)
- 신흥개도국 지식정보포털(EMERiCs)를 통해 정보제공범위 확대 기획
• 세계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
-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전문가과정(국내 28명, 현지 16명)
▶ 참가자 선별의 효과가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어짐.
▶ 참가자간 네트워킹과 지식공유가 활발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
- 인도네시아 전문가과정(국내 18명, 현지 14명)
▶ 참가자들의 인도네시아 현지진출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습득 및 인맥 형성
- 베트남 이슈별 집중과정(서울, 72명)
▶ 최근 관심이 높은 베트남 경제불안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 중앙아시아 이슈별 집중과정(부산, 70명)
KIEP

▶ 지역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

028

▒

2008 연차보고서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역경제전문가와 해외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대학원과 공동으
로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외지역 전문가 공동 양성계획인“Full
Package”와 주요지역 전문가 공동 양성계획인“Special Package”의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며, 고려대와 한국외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대 등 5개 국제대학원이 참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특정 지역 중심의 지역연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전문가 양
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교육기관 차원의 지역연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보고서 작성양식 마련, 운영보고의 통일성 구축
• 대학별 운영결과 보고서, 회계보고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운영방안 수립
• 국제대학원연합회(GSISU) 주최 대학원생 학술발표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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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패널 주관 및 학술지 발간사업
아시아지역의 싱크탱크 및 학자들이 미국 콜롬비아대학의 Earth Institute(EI), 일본 게이오대학 세
계안보연구센터(GSRC)와 제휴하여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BPEA) 또는 유럽
의 Economic Policy(EP)와 유사한 형태로 아시아의 주요 경제적 현안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 아
니라 주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지역의 주요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두 차례 패널을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Asian Economic Papers(AEP)를 연 3회 발간(MIT Press)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AEP 저널 발표논문 수준 개선
• 금융위기의 영향 등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심층연구 및 토론 제공
KIEP

• 아시아 경제패널 주관 및 학술지 발간

029

▒

분야별 국제세미나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국제경제 및 지역연구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
으며, 특히 세계 각지의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 세계경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국제/국내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국제세미나 개최
주 제

개최 일자

주 최

Experience of Transition Econ omies and Implica2008. 1. 18
tions for North Korea

SNU Economics (BK21), KIEP, SK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ition

2008년 한-중-일 공동연구 1차 워크숍

2008. 2. 18 ~19

KIEP

한-EU Senior Forum

2008. 3. 12

KIEP, EU 집행위

The 2nd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2008. 4. 4

KIEP, 일본 재무부 산하 정책연구소(PRI), 중
국사회과학원(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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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KIEP

030

개최 일자

주 최

Asian Economic Papers(AEP) panel meeting

2008. 4. 25
2008. 10. 2~3

KIEP, 미국 Columbia University(The Earth
Insitite), 일본 게이오대학(Global Security Research Center)

APEC-IMF High Level Seminar “Ageing and
Financial Markets”

2008. 5. 22

KIEP, IMF

EU through the eyes of Asia

2008. 5. 26

KIEP, 고려대학교 EU 연구센터, Asia-Europe
Foundation

KIEP FTA Roundtable(미 입법보좌관 행사)

2008. 5. 27

KIEP, 외교통상부, KEI, 미 의회

EAFTA Study Phase II 3rd Expert Meeting

2008. 5. 30

KIEP,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VASS)

제2회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세미나

2008. 6. 9

KIEP, 불가리아 세계경제대학

“인민폐 평가절상의 중국 내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2008. 6. 12

KIEP, 중국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연구센터

ASEM Conference: Asia, Europe and the
Futur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2008. 6. 15

KIEP, 기획재정부, EC, 슬로베니아 재무부

Small Group Meeting for EAFTA study Phase II

2008. 6. 24

KIEP

2008 연차보고서

제3차 한-러(KEIP-ERI) 공동 세미나 “New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for cooperation in the 2008. 8. 11
Northeast Asia and Russian Far East”

KIEP, 러시아 과학아카데이 극동지부 경제연
구소(ERI)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포럼

2008. 9. 9

KIEP, 외교통상부,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
회, 한국국제교류재단, 섬유산업협회, 매일경
제신문

The 2009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2008. 9. 18

KIE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1세기 한-중 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2008. 9. 23

KIEP,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
구원(AMR)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한-베트남 정책
2008. 10. 13
협의회

KIEP, 베트남 사회과학원

The 4th Conference of East Asian Institutes
Forum

2008. 10. 23

KIEP

Soft Power and Asia-Europe Partnership

2008. 10. 30~ 31 KIEP

Initiative on Ageing Issues in APEC “Ageing and
2008. 11. 28
Public Finance and Others”

KIEP

• 국내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개최
주 제

개최 일자

주 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 세미나

2008. 1. 18

KIEP, 외교통상부

국제경제 분야에 있어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2008. 1. 22

KIEP,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의 주요 국별지역별 중장기통상전략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의 모색

2008. 2. 04

KIEP, 외교통상부

한일, 한중 FTA 어떻게 볼 것인가?

2008. 4. 01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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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개최 일자

주 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2007. 4. 20~21

KIEP

EU, 캐나다, 인도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2007. 4. 24

KIEP

DDA 협상 전망 및 분야별 대응방안

2007. 5. 2

KIEP, 외교통상부

▒

해외 유수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BRICs를 포함한 주요 신흥시장의 정부/공공기관,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기
획/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시의성 있는 고급정보를 수집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협
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특히 국내에 정보가 취약하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개도
국 정보의 통합 및 전문가정보 확충을 통해 지역연구를 활성화하고 신흥개도국 진출기업을 지원하

2008년 사업실적
- 국내 및 해외 전문가 DB 확충
- 해외 유관기관과 콘텐츠 협력 MOU 체결
- 전문가정보 등재 822건, 전문가(국내 867명, 해외 577명)의 최근 정보 업데이트
• 세계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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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 Information Center

KIEP

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의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연수 실시

▒

정보관리사업
연구지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Digital Library를 운영하여 개별 연구자에게 과제별 정보자료
를 제공하고 소장자료의 온라인 목록을 연동하고 있다. 해외 각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경제연구소,
국제경제기구 등의 자료를 망라하여『해외 주요기관 자료속보』(연 50회)와『최근 이슈별 자료속
보』(수시)를 이메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국별 통계 등 지역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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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업실적
• Digital Library 운영
- 연구자별 자료 제공(1,800여 건)
- 해외 주요기관 자료속보(52회)
- 최근 이슈별 자료속보(8회)
- 경제동향자료 등 정보자료(34,916건)
• 정보자료 수집
- 2009년 정기간행물 구독 갱신(500여 종)
- 해외 각 연구기관, 대학부설 경제연구소 발간 Working Paper, Proceedings
- 국제경제기구(UN, OECD, IMF, World Bank) 자료 수집
- 주요국별 통계 등 지역연구사업 관련 자료 확대 수집
- 해외기업 자료 및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Reuter Knowledge, 국내기업 자료를 제공하는 KIS
Value 등 DB 보강
KIEP

032

- 2007년 주요 정기간행물 제본(500여 종)
- 단행본 22,000여 권에 대한 장서점검 실시
- DB 사용법 및 신입연구직을 위한 정보이용교육 실시(14회)

2008 연차보고서

▒

출판사업
연구보고서와 주제별 연구자료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으며, 웹진『KIEP 오늘의 세계경제』와『지
역경제 포커스』를 통해 세계경제에 관한 현안 이슈 및 주요국 경제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반년간 학술지『대외경제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간하여 한국의 대외경
제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국내외 우수 연구진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연구원의 모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학술DB 및 검색포털 사이트를 통해 연구
정보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정기간행물 발간
-『대외경제연구』발간(2회)
• 경제 현황 이슈페이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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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진『오늘의 세계경제』발간(47회)
- 온라인『지역경제 포커스』발간(45회)
• 온라인 출판정보 제공
- 연구성과물 전문 PDF 등재(822건)
- 출판과 동시에 IKIS 등재(57건)
- 국립중앙도서관, 지식경제부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G4B), 대한상공회의소, KOTRA 해외
진출 통합정보시스템 원문정보 제공
- 학술정보 DB업체 누리미디어 DBpia에 발간자료 원문정보 제공
• 원고작성 교육
- 원고작성지침서 개정판 발간
• 출판물 홍보
- 국문/영문 연구보고서 요약집 발간
- 국문/영문 발간물 목록집(2005~2008)
• 출판자료 배포 및 판매

▒

지식정보시스템(KINIS)을 통해 연구원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경영전
산시스템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대용량 저장장비와 연구진 개별 PC를 교체하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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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KIEP

• 발간자료회원제 운영

여 정보인프라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사업실적
•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DB 축적 및 공유
- 세미나 추진 프로세스 개선 및 고과평정내역 개인별 조회기능 등 개선(45건)
- 온라인 전산창에 Q&A 전산데스크 구축(요청사항 183건 처리)
- 다면평가 실시 및 운영(4회)
- 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
- 지식정보시스템 이용자만족도 조사 실시
• 경영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일계표 결재기능 및 급여 프로그램 등 개선(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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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을 통한 연구실적 제공 및 이용자 중심 웹사이트 구현
- 서브프라임 및 자원경제 자료실 운영
- 보고서별 주제검색 기능 구현
- 음성지원시스템 구축
- 웹사이트 이용 만족도조사 실시
• 정보인프라 환경 강화
- 개별 PC 구입(50대) 및 교체
- 대용량저장장비(1TB) 구축

▒

대외홍보사업
언론기고, 특집기사 등을 통해 언론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KIEP 웹진을 통해 연구성과
KIEP

034

물 및 연구원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규인력 채용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 유학생 DB를 구축
하여 인력네트워크 형성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2008 연차보고서

2008년 사업실적
• 기획홍보 강화
- KIEP-조선일보 연재칼럼『경제기사야 놀자』게재
- 연구원 관련기사 모음집 발간(관련기사 629건)
• 온라인홍보 강화
-『KIEP Newsletter』등 5종류의 웹진 발간(186회, 19,417명 회원 대상)
- 웹메일 서비스 회원수 증가(전년대비 17.3% 증가)
• 우수 신진연구인력 유치노력 강화
- 북미지역 유학생 DB 업데이트(41개 대학원 266명)
- 영국유학생 DB 구축(30개 대학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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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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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연구방향

▒국
 제거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 변화경향을 예측하
고 환율변동, 자본이동, 통화 및 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
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제시, 동아시아에서의 금융 및
통화협력과 국제거시 상호 연관관계의 심화와 관련한 국제협력
방안 제시

▒W
 TO/DDA, FTA, APEC 등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통상환경의
변화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전략적 대응방안, 중
KIEP

점 추진정책 제시

036
2008 연차보고서

▒국
 가정책적 차원에서 요구되고 지역연구 수요자가 필요로 하
는 지역연구 수행 및 국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아웃소
싱 확대를 통해 세계 각 지역과 우리나라의 양자간 협력증진 기
여방안 제시

▒동
 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경제협력 현황과 역내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도출하
는 한편 국내외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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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연구과제

4대 연구주제 및 20개 기본과제 선정
기관의 설립목적, 정부의 정책적 수요,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의성이 높은 4대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20개 기본과제를 수행하였다.

관련 기본연구사업 과제

연구의 성과

세계통상환경 변화
에 대응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정
책 연구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한·중 FTA 협동연구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WTO 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일본의 기체결 EPA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
사점

WTO 체제 개혁, 서비스 자유화 협상
등 다자통상 현안, APEC 경제협력
등 지역현안 및 FTA 등 양자간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국제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Ⅱ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 대외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원화국제
화, APEC 경제협력 과제, 그리고 북
한의 변혁에 대비한 기초자료 및 방
향 제시

국가간 자본이동에
관한 연구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
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연구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
는 상황에서 글로벌 불균형에의 정책
대응, 한국의 해외진출 전략과 외국
인투자 유치방안 제시

지역연구 및 해당
지역과의 협력방안
연구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지역연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
황에서 미국, 중국과 같은 한국의 주
요 교역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
존 연구가 부족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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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정책 연구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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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서비스교역의 공급형태 중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를 통한 서비스공급인
Mode 4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풍부한 인력을 토대로 하는 대다수 개도국들
은 서비스협상에서 Mode 4의 수출 이해가 크기 때문에 그 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에, 선진국들은 Mode 4가 자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양허 확대

2008년 주요 연구

opment Agenda: DDA) 협상이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039

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Mode 4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IP)의
경우 양허상황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IP는 본국에서 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현지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범주로서, 자본력이 부족한 개도국
들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분야이나 선진국들의 양허범주는 아직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IP를 양허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DDA나 FTA 차원에서 개도국들로부터 양허를 강력히 요
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de 4 중 특히 IP의 양허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IP의 양
허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특
히 사례조사와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대상 분야에서의 IP 양허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안
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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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1. 직종별 IP 양허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건축가·도시계획·조경 분야에서는 외국 전문인력이 내국인을 대체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IP의 양허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사정을 감안한 제한적 양허가 필요하다는 응
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IP의 적극적 양허를 선택한 기업도 일정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반면 양허를 반대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는 IP 양허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IP의 양허가 이루어질 경우 검증 안 된 외국인력의 유입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부정
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엔지니어링의 경우 IP에 대한 선호도에서 직종별로 편차가 존재하는데, 금속 및 재료공학기술자,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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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기술자, 전기전자공학기술자,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농업, 원예 및 축산관련기술자
등에서 외국인력에 대해 어느 쪽도 상관없음이나 개인

본 연구에서는 Mode 4 중

2008 연차보고서

특히 IP의 양허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IP의 양허가

자격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어서 IP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존
재함을 말해주고 있다. IP 양허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자격요건의 엄격한 제한 필요성, 고용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약과 용역계약의 엄밀한 구분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매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경제적 수요심

마련하고자 한다.

사(Economic Needs Test: ENT)나 노동시장 테스트,
인력규모의 통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를 주고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외국 IP 양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
되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
다. 이 분야의 양허는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력의 도입을 촉진시켜 국내
기업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우수한 인력의 확보, 국내 기업 및 인력의 기
술수준 향상, 국내인력의 해외진출 가능성 증대라는 부가적인 혜택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주로 국내 서비스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잠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량제한 조치를 설정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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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또한 자격검증이 안 된 외국인력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계
약으로의 전환이나 불법취업 혹은 불법체류로의 전
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도록 국내 체류기한을 적절
히 설정하는 등의 안전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컨설턴트 분야의 경우에도 외국 IP 양허에 대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
다. 기업설문 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양허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
지해 긍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 국내 기업 및 인력의 기술수
준 향상 등 부가적인 혜택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국인력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자
격요건의 강화, 고용계약으로의 전환이나 불법취업 혹은 불법체류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
하여 국내 체류기한을 적절히 설정하는 등의 대응조치들이 요구된다.
통번역가의 경우 양허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높지 않으나 제한적 양허를 주장하는 의견이 과반
수였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통번역가의 독립전문가 양허에 찬성한 경우는 주로 이들
는 사실에서 신흥시장의 언어를 구사하는 통번역가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
서 통번역가의 독립전문가 양허는 허용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고용계약화 가
트나 쿼터 제한 등의 수량적 제한보다는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통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국어 구사를 검증하는 제도가 보완장치로서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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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사업체들이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테스

KIEP

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체였다. 특히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2. IP 양허의 기본쟁점과 정책방안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
요측 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해 서
비스의 최종 수요자가 아닐 경우에는 하도급 형태로 고용계약을 우회하는 도급계약일 수 있다. 아
울러, 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서비스공급자가 책임을 갖고 서
비스를 공급하는지의 여부를 출입국 당국이 계약서를 보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분 문제는 각 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최종 수
요자인지의 여부 및 해당 서비스공급의 최종 책임소재 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계약서 및 기타 증
빙서류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이 고용계약화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IP의 역할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의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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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급계약 업무와 고용계약 업무의 특성 차이를 정하여 이를 양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
다. 즉, IP 업무의 범주가 내부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질적인 측면의 업무 특성이라는 점으로부
터 이러한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다는 증명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ENT는
IP 양허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체류기간은 6개월
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량제한과 관련해서는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각국간의 노력이 치열해지
는 상황 가운데, 외국의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을 산업정책 차원에서뿐만 아
니라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 분야에 걸쳐 쿼터와
같은 엄격한 형태의 수량제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적으로 민감한 부문의 양허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계약화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ENT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비차별적 기초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ENT가 적용되는 서비스 분야와 직종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ENT의 적용에 사용되는 정의, 기준, 조건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직 자격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자적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의 체결은 관련 당사국간 교육 및 훈련체계의 동등성 확보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므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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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전이 부진한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MRA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 대안으로서 건축사와
회계사 등 개도국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전문직 분야에 대해 국내 자격소지자와의 공동업무에 한해
자격인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008 연차보고서

▒

정책 기여
FTA 및 DDA 협상에서 독립전문가 양허 관련 전략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제시

▶ 연구진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선임연구위원
강준구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노용진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오계택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01 |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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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
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
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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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043

스 부문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
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및 중₩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
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중 FTA를 대비하여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서비스 협
정문 및 양허안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을 비롯
하여 서비스 부문에서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한₩중 FTA 체결 시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
서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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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중국의 FTA 전략, 기존 FTA의 서비스 협상
분석, 한₩중 FTA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
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언이 가
능하다. 우선 서비스 협상에서 협정 외적인 이슈와 협정 내적인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협정 외적인 이슈로는 협상 개시 전에 사전적인 탐색으로 양허 개선 분야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협상에서 의제화하기 곤란한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중국 측에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을 개
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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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파악한 협정 내적인 주요 이슈 혹은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네거티브 방식
의 유보안 적용 여부,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ratchet mechanism)의 수용 여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의 분야와 절차, 인력이동, 시장접근 향상 이슈 등이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2008 연차보고서

전망이다.
한국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통신₩법률₩금융 등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양허 범위와 수준 자체가 주요 이슈
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협정에서는 일반적인 4대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및 현지주재) 전부를 적용한 FTA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기체결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양허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티브 방식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준비와 추진전략 등의 사전준비가 중요하다.
이 밖에도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자격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MRA 협상 결과가 국내 서비스 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모드 4 인력이동 역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서 민감한 이
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우리의 개방수준이 높은 금융 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가 한₩중 FTA에서 전략적인 접
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및 특허권 사용료 등의 분야는 대체로 우리가 상대
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 후퇴방지 장치를 도입하여 서비스 시장 개방정책이 역진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FTA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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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협정문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중국이 체결한 FTA의 서비스

가 있다.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을 비롯하여
서비스 부문에서 한₩중 양국간

2.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전망

경제관계 현황,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재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황, 중
국의 기체결 FTA 양허안₩협정문 분석, 중국의 서비
스 부문 현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중 양

현황, 한₩중 FTA 체결 시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국이 향후 1~2년 이내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협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감안한다면, 중국이 기
존의 소극적인 개방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도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KIEP

▒

045

향후 한₩중 FTA 협상 개시를 대비, 주요 전략 및 이슈에 대한 정책제언 제시

2008년 주요 연구

정책 기여

▶ 연구진
이장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장
이준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이승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여지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03 |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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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046

최근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양국간 차원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동안 중단된 한₩일 FTA는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은 한₩중

2008 연차보고서

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수년간 진행된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는 서비스분야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FTA가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동북아 FTA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검
토하였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한₩중₩일 FTA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FTA이므로 EU나 NAFTA와 같이 자연스러우며
상호간의 거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양허안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한₩중₩일 3국의 무역, 관세, 산업구조를 비교분석하고 국별·부
문별 상호의존성을 분석하였다.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를 비교해 보면 농업비중은 한국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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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업부문의 무역비중은 일본이 한국 및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세율구조의 경우 한국 농축수산업의 관세율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노동집약적인 식음료, 담배, 섬유, 가죽, 고무제품의 관세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구조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의 산업구조가 상당히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기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금속제품, 화학제품,
식음료₩담배의 비중이 공통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아울러, 3국간의 생산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한₩중₩일 3국의 상호의존성은 200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원산지규정에 대해 비교분석을 시도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문별 협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분야 협상에서는 고관세율 품목, 비종가세 품목, 농산물의 관세인하
폭과 속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이들 품목에 대한 무역특
화지수, 수입의존도, 산업 관련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선택적 개방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
요하다. 중국과 일본이 기존의 FTA에서 산업별 및
품목별로 양허 카테고리를 부여한 전략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각국의 산
상되는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를 중재
할 수 있는 위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모두 협정의 투명성을 강조해야 하고, 특히 MFN,
NT, 시장제한조치 배제, 미래자유화 조항 등을 보
장해야 한다. 또한 한₩중₩일 FTA가 FTA의 본연의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검토하였고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047
2008년 주요 연구

서비스분야 FTA 협상에 있어서는 우선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KIEP

업발전단계를 반영하는 협상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한₩중₩일

목적에 맞게 DDA보다는 진전된 서비스시장의 개
방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아울러 서비스분야 FTA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강한 분야를 전면
적으로 내세워서 상대국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금융분야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개방되었고 여타 FTA에서도 과감하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일
본과 중국에 대해 이 분야의 개방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의 경우 ASEAN과의 FTA를 통해 나타난 원산지규정 방식이 한₩중₩일 3국 FTA에 기
초가 될 경우, 이는 기존의 NAFTA 혹은 EU 방식에 비해 몇 가지 비교우위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보
인다. 부가가치기준이 원산지규정의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기
준만으로는 원산지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원산지증명을 위해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품목을 최소화하여 선택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하는 방법은 원산지규정을 단순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가장 이상적인 원산지 결정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ASEAN+3나 ASEAN+6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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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가운데, ASEAN과의 FTA를 통해 나온 원산지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한₩중₩일 FTA에
도입될 경우 향후에 ASEAN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
제통합을 추진하는 데 원산지규정에 대한 부담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및 시사점
앞으로 한₩중₩일 FTA가 출범하게 되면 북미의
NAFTA, 유럽 지역의 EU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3극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
₩중₩일 FTA 산학연구가 산관학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산학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경제
적 실익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정치₩사회₩군사₩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의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
KIEP

048

전 단계로서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전에 한₩중
투자협정, 나아가 한₩중₩일 투자협정의 우선 추진으로 동북아 경제통합의 실체적 이익에 대한 상호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FTA 추진의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2008 연차보고서

아울러 동북아 역내 FTA 협상이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면, 당분
간 한₩중 및 한₩일 FTA와 같은 양자적 차원 및 동아시아 FTA 논의와 같은 다자적 차원에서 대안적
인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 기여
중국, 일본과의 FTA 및 동북아 FTA에 대한 세부협상 방안 제시

▶ 연구진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선임연구위원
정형곤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연구위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04 |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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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지난 60년간 GATT/WTO 체제가 이룩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회의와 한계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WTO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의 역할과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

2008년 주요 연구

출발점으로 국제무역기구로서 WTO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분석₩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049

주요 연구내용
GATT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 성과를 살펴보고, 그동안 다양
하게 지적되어 온 WTO체제의 문제점을 내부 문제와 외부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내부적 문제
로 지적되어 온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WTO 분쟁해결 이행의 비유효성,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정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였고, 외부적으로
도 비판 받아 온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처,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주요 이슈, 예를 들
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개발 문제,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
경문제,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와 관련된 노동과 무역문제 등에 대해서도 WTO의 적절한 대응방안
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WTO체제 개혁과정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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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WTO의 의사결정방식의 개혁은 적극적 총의(consensus building)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현행 소규모 비공식회의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며, 소규모 비공식회의의 민주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공식회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특히 회원국 전체의 참여가 불가능
할 때는 적어도 모든 회원국의 통상이익(trade interest)을 대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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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WTO의 분쟁해결제도 개선을 위해 신속한 패
널 진행과 절차, 그리고 패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GATT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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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패널의 설치와 분쟁해결에 따른 구제조치의 강

성과를 살펴보고, 그동안 다양하게

화가 필요하다. 특히 구제조치의 구속력을 실효화하

지적되어 온 WTO체제의 문제점을

기 위해 소급력 인정 및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는 것이

내부 문제와 외부 문제로

중요하다. 단 금전적 보상은 그 성격상 최혜국대우원

나누어 분석하였다.

칙에 따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제소국에만 제공되도록 적절한 제한조건을 만
들 필요가 있다.

3. 투명성 제고
WTO 내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각료회의 준비과정과 각료회의 기간의 내부 의사결
정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각료회의 준비 및 회의기간에 생산되는 정보의 대부분을 일반인
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사무총장과 각료회의 의장 및 진행자(facilitator)의 중립성이 보장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WTO의 외부 투명성 제고를 위해 WTO의 문서공개 제한기준을 엄격히 정
해 그 범위를 축소시키고, NGO의 WTO 의사결정과정과 공식회의 참여는 기준과 인원수, 활동내용
에 대하여 해당 회원국 간 협의를 거친 후 WTO의 특정 포럼에서 논의하여 최종 총의(consensus)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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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주의와의 조화
WTO 중심의 다자무역제도와 지역주의를 상호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WTO 규범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신속히 완료되어야 한다. 발효
중인 RTA의 지속적 감시를 위해 기존 무역정책검
토 메커니즘(TPRM)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지역주의를 다자주의화(multilateralizing regionalism)하는(특정 국가가 맺은 FTA상의 양허를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그
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 당사국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5. 기타: 환경, 개발

WTO 규범과 상치되는 조치가 있다면, 동 조치가 다자간환경협약에서 명확히 규정되도록 하고, 다
자간환경협약 자체의 강력한 분쟁해결기관이 이를 다루는 방안과 GATT 제20조에 규정된 환경목
제가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우대조항을 적절히 개정하되 선진국과 개도국의 타협 가능
성이 있는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특혜마진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공
급능력제약을 완화시켜 주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개도국 무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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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위한 예외적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 개발요구를 WTO 체

KIEP

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자간환경협약에 현행

은 해당 개도국의 전반적인 발전정책과 상호 통일성(coherence)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도국
의 상황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국 고위급회의가‘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정책 기여
▶ 연구진

WTO 체제개혁 논의 시 한국입장 정립에 기여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
Sherzod Shadikhodjaev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05 |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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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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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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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고용,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가 경제성장 논의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
수지 흑자기조 유지 및 최근의 적자 전환과 관련하여 경상수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 본
연구는 교역구조와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미시적 결정요인과 거시적 결정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상
수지의 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문헌에서는 드물게 미시적인 접근방법
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산업별₩교역상대국별 흑자(또는 적자)의 지속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와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무역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교역구조의 분석 결과, 흑자산업
과 적자산업의 고착화 현상과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간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이 관찰되었다. 경상수지는 일반적으로 국내외 소득 변화에 따른 수출과 수입의 상대적인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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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득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환율탄력성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탄력성
분석 결과, 경상수지의 해외소득에 대한 탄력성은 증가한 반면, 환율탄력성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정책의 유효성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상수
지는 국내생산, 고용,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이들 거시경제변수들과 경상수지와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변동
요인을 식별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경상수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경제성장 논의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
장에 필수적인 경상수지의 안정성 확보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1. 외부적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필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경상수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
로 경상수지는 국내요인보다는 외부요인에 의
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해외경기와 국제유가인 것으로 분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경상수지의 안정성
확보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석된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안정적인 흑자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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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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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 경제성장 논의에서 중요한

유지를 위해서는 해외경기와 국제유가 및 원자
재 가격과 같은 외부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중동과 아
프리카 산유국 등 오일머니가 풍부한 국가들과 남미,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자원외
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가 경상수지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유효한 방안
이 될 것이다.

2.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출확대와 안정적
인 수입을 담보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악화가 무역자유화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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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자유무역협정과 DDA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무
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기술원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주요 기술
원의 확보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후발 신흥시장국가들에 대해 차
별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조
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4.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최근까지 상품수지의 흑자 속에서도 서비스수지는 적자였음을 상기할 때,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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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환율효과와 국내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에 따른 유학 급증으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 상대
적으로 낮은 서비스 생산성에 기인한 사업서비스수지 적자, 서비스 공급형태 변화에 따른 통계수
집상의 문제 등이 지목된다. 따라서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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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만이 아니라 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생산성 제
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에
크게 기여해온 여행 및 사업서비스 부문의 수지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교육 및 R&D 부문에 대
한 투자 확대와 세제혜택, 레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적절한 정책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

정책 기여
경상수지 개선과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연구진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김정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08-07 /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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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세계화로 인해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사회
안전망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FTA, 다자협상 등
제주체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가 더욱 진전₩심화될 것에 대비해 무역조정지
원제도는 단순히 무역피해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세계화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사회적 갈등을

2008년 주요 연구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를 확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

055

완화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주요 연구내용
이에 본 연구는 세계화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조명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무역피해 지원의 바람직한 형태를 논의하기 위해 우
리나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하여 국내 수입경쟁 또는 무역피해 근로자의 특징을 실
증분석한다. 또한 외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무역피해 또는 세계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
를 조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로자 사회안전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살펴보
고 세계화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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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세계화, 개방화 환경에 대응하여 기존 사회안
전망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
며,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현 무역조정지원제도
를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1. 사전적인(pro-active) 지원을 강화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적극적이며 사전적인(pro-active)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직자
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별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 구체
KIEP

056

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보강해야 한다. 또한 전직지원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서
비스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전직지원서비스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2008 연차보고서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세계화에 대응하여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하다. 첫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개설 시점 등을 다양화해야 하며, 둘째, 중장기적으로 훈련바우처제를 확
대하여 교육훈련 선택 및 참여에 있어 개인 근로자의 자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향후
FTA 체결 확대에 있어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 및 업종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실
직자에게는 현장훈련 및 구직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장순환제(job rotation)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체 소속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각지
대의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부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임금보험제도 및 프로젝트별 지원방식 도입
무역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현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존 고용보험의 지원제도
와 차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임금보험제도 및 프로그램 지원방식의 도입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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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진전 및 심화에 대응한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실직으로 인한 비
용은 단순히 실직기간에 그치지 않으며 신구 임금 비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교 시 새로운 일자리에서 상당한 임금하락을 수반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며 특히 그러한 소득감소는 산업간 또는 업종간 이직

조명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시 크게 나타났다. 임금보험제도는 이직에 따른 소득

우리나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DB)를 사용하여 국내 수입경쟁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수단으로서 이직
시 발생하는 신구 임금 격차의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
는 제도이다. 임금보험제도는 다른 산업 또는 다른 업

또는 무역피해 근로자의 특징을

종으로의 이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등

실증분석한다.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인 산
업간 또는 업종간 자원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경제

효율성의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하에서 임금보험제도를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 형태로 운영하되,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TAA에서처럼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프로젝트별 지원방식은 무역피해로 인해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실업문
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수립과 수행을 위해 지역 소재 대학
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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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직업교육기관 등 해당 지역의 여러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

KIEP

또 다른 차별화 방안으로서 유럽세계화기금 사례에서처럼 프로젝트 지원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정책 기여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제도 발전방향 및 제도개선방안 제시

▶ 연구진
임혜준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박혜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08 |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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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3년 발효된 한₩칠레 FTA에서부터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적극적
인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FTA 체결에서 원산지규정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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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간에 FTA가 체결될 경
우, 일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FTA 협정문에 명시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해당

2008 연차보고서

상품이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되었는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문제는 글로벌
공장 (Global Factory)이라 불릴 정도로 품목별로 복잡₩다양한 생산 공정과 원재료 조달 구조를 지
닌 생산과정에서 특정 상품의‘원산지’를 결정하는 일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
구는 FTA 이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FTA 원산지규정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과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전반적인 특징과 품목별 특성을 살펴
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품목별 결정기준을 FTA별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각
각의 FTA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이 FTA의 이행과 활용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FTA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엄격성과 현재 FTA가 발효된 4개 FTA에 대하여 수출입 활용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일
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 활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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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
용률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보다는 수출규모나 기
타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ASEAN FTA와 같이 한국 수출
활용률에서 극히 낮은 활용률을 기록하는 경우 그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결론 및 시사점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는 FTA에 따라 품목별로 복잡₩다양해지는 원산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EU, 캐나다, 인도, GCC 등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
고, 향후에도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더 이상의 복잡성이 가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각 업계와 협회를 중심으로 최적의 원산지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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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결정기준을 들 수 있다.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은 원산지

KIEP

1. 단기 추진과제 1: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통일화

규정을 찾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의 200대 수출품목이나 중소기업의
200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의 생산과정과 원재료 조달을 반영한 한국형 원산지규정을 마련하
여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FTA 협정문에 대해서도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 단기 추진과제 2: 원산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는 원산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다.
이미 한국이 5개의 FTA를 완료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
한 상황이다. 수출업체의 경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전문부서나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각 지역 세관과 관세청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
상공회의소 정도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문의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기체결 FTA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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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 특히 한₩미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원산지 관련 전문가 양성은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
해 필요한 단기 추진 과제가 되고 있다.

3. 중장기 추진과제 1: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인정 확대
중장기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은 개성공단 혹은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품목별 결정기준을 FTA별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각각의

북한지역의 확대 활용과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역외가공을 통한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
지 인정은 한₩싱가포르 FTA부터 중요한 FTA 협상

FTA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이

목표로 여겨져 왔으며 비록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

FTA의 이행과 활용에 미치는

황을 완화하고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치적인 의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기반을 두고 있으나, 향후 FTA에서 개성공단 혹은
북한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의 확대는 한국에

KIEP

게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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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 추진과제 2: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시장 통합 추진
향후 추진될 호주나 뉴질랜드 혹은 중국과의 FTA에서 ASEAN 지역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역내국의 생산시장을 실질적으로 단일화시켜 한국산 제품의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정책 기여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전략 제시

▶ 연구진
김한성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조미진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09 /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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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ㆍ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로 한국과 일본은 2003년 양국간 FTA가 역내통합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일
FTA의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그러나 야심찬 포부를 안고 시작된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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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경험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된 배경으

KIEP

▒

12월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포부가 무색하리만큼
재개 전망이 불투명한 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그 사이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지역차원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은 각기 경쟁하듯이 타국과의 양자간 FTA 체결에 나서게
되었고, 이는 한₩미 FTA 체결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구체적인 실태에 관해 협정문
분석에 기초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결론에서 도출하는 시사점 못
지않게 본문 그 자체의 기초자료로서의 측면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한₩일 FTA에 대비해 일본의
한₩일 FTA에 대한 대응전략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란다. 나아가 한국의 FTA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에서 추진하고, 향후 역내국과의 경제통합을
장기적인 시야에서 대비하는 데도 미약하나마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기발
효된 6건의 EPA에 대해 상품무역과 투자, 서비스, 무역규범과 경제협력 등 일본의 EPA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협정문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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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는 그 연구범
위와 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거
의 시도된 바 없어,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에 부
가가치를 더하는 작업이라 자부한다.

▒

결론 및 시사점
본문의 분석을 토대로 제9장에서는 첫째, 일본의 기체결 EPA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난 일본의
EPA 정책에 대해 종합 평가한다. 일본은 EPA 정책의 첫째 목표인‘WTO 체제의 보완을 통한 대
외경제관계의 발전 및 경제이익 확보’측면에서 적잖은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지적재
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상호인증인정 분야에서 일종의 일본형 EPA의 스탠더드를 세웠다. 이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의 EPA 상대가 대체로 개도국 위주의 ASEAN이었으며, 그들과 양자간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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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체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일본과 상대국의 구조개혁 촉진’이라는 일본의 EPA 정책
의 둘째 목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기체
결 EPA 상대국이 대부분 개도국이거나 관세수준이 낮고, 정작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은 보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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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일본은 EPA의 셋째 정책목표인‘정치외교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환
경 조성’이라는 목표에 근접했다고 보인다. 일본의 EPA 체결시 역내의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견제
의 의도가 적잖게 작용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본이 한₩일 FTA 협상 당시부터 줄곧 필요성
을 강조해 온‘동아시아 공동체’의‘상(象)’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본의 EPA 정책은 일본기업
의 아시아 내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우선 순위가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
면 일본이 말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자체는 물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 조성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
대국을 위한 배려는 미흡했다는 의구심을 씻기 어렵다.
보고서에서는 일본 EPA의 분석을 토대로 한₩일관계의 특성을 감안하며 한₩일 FTA 협상 재개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유추해 보았다. 한₩일 FTA 협정이 중단된 이래 각기 서로 다른 상대와의
FTA 체결 경쟁에 나선 결과,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양국은 새로운 복병을 만나게 될 것이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일 FTA 협상 시 이 분야에서 일본은 나름의 일본형 표준을 구축해 온
반면, 한국은 이에 응수할 만한 우리의 모델을 갖지 못한 상태이므로 자칫 수세에 처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EPA 정책이 한국의 FTA 정책에 주는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산
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FTA 추진이 필요하다. 한₩일 FTA 체결을 비롯해 어떠한 FTA를 체결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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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이를 통해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추구하
는 바에는 그에 걸맞게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일본의 기발효된 EPA 6건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노력하는 것이 요

대해 상품무역과 투자, 서비스,

망된다. 둘째, FTA 정책과 지역전략의 연계가 필요
하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시하는 일본의 EPA
전략이 한국의 FTA 정책에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이

무역규범과 경제협력 등 주요 구성
요소들을 망라하여 살펴봄으로써

라 하겠다. 일본이 처한 대내외적 여건은 우리와 매

협정문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우 유사하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래성장의 원동
력을 모색하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즉 우리는 이제
기존의 FTA 정책과는 구분되는 지역전략의 맥락에서 동아시아 통합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한국형
FTA 모델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ASEAN 역내국과의 양자간 EPA를 통해 일본형 EPA
모델이라는 나름의 색깔을 형성해 왔다. 우리에게 NAFTA형, EU형, 일본형과 같은 한국형 FTA 모
델이 없다는 것은, 단지 표준 협정문안이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
로 어떻게 한국형 FTA를 형성해야 할지 차분히 성찰할 시점에 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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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의 철학과 비전에 근거한 FTA 추진 방향과 원칙이 불명확하다는 취약점을 내포한다. 한국은 앞으

정책 기여
한₩일 FTA 협상 시 일본의 대응전략 파악에 크게 기여

▶ 연구진
김양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연구위원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4 | 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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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KIEP

064
2008 연차보고서
KIEP-AnnualReport������-1-2���.i64 64

2009.9.9 8:47:10 PM

[협동연구]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APEC은 우리나라 수출입과 투자의 3분의 2 이상이 집중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 회원국
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이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본 연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APEC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
동체 창설을 대비하여 보다 분석적인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경제통합 및 경제협력
사업 강화, 금융협력과 기후변화 이슈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선정₩분석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2008년 주요 연구

실천하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065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주요 연구내용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주요 APEC 경제협력 과제를 지역 이슈와 세계경제 현안으로 분류하여 현
황 분석과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APEC 역내 경제통합 확대를 위한 APEC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고 역내 무역구조 및 경제통합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FTAAP 참여의
당위성, 추진방안, 과제를 살펴보고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
화 방안에서는 현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APEC 경제기술협력(Ecotech) 활동을 한
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경제기술협력 및 대개도국 지원정책의 확대를 위한 Platform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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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살펴보았다. 셋째, 세계 금융불안 해
소를 위한 APEC의 역할에서는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지목된 미국과 자본자유화로 인해
국제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진 동아시
아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APEC 이 공동
체차원에서 세계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협조 방안을 제
시하였다. 넷째,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
력 방안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하의 post
2012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이후 기후변화 협상을 대비하여 APEC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익을 극
대화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네 가지 핵심 주제별 정책 시
사점을 도출한 이후 관련 분야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로드맵 작성과 실천적 이행을 위한 APEC 활용
전략을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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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1. APEC과 아₩태 경제공동체
APEC 지역통합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FTAAP의 당위성, 추진방안, 참여전략의 연구
를 위해 역내 소규모 경제통합 현황 평가, 역내 무역의존도와 회원국간의 수출경합도지수 산출,
FTAAP 경제적 효과의 시나리오별 검토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동원하였다. 결론적으로 FTAAP의
수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의 결과를 보면, 농산물과 일반상품 분야에 대한 관세 철폐 외
에도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을 감축할 경우 더 높은 후생 증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FTAAP 논의에 있어서는 경제통합의 규모 확대보다는 경제통합의 수준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경제통합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품격이며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방안으로서 첫째, APEC Ecotech Fund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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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둘째, 대외원조 기금의 일부를 APEC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셋째, APEC 개도국 국별 원조계획 수립을 위한 KOICA와의 협력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APEC과 대북한 지원의 연계방안으로서는 첫째, 북한이 APEC 정상회의에 참
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Ecotech fora에 대한 단계적 참여를 유도한다.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한국이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APEC 금
융협력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

본 연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

의제 가운데 APEC이 궁극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체제 개혁과 건전

지향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성 규제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금융통화정책 검토제도를 도입하고 APEC 재

제시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경제통합 및 경제협력사업 강화,

높게 추진해야 한다. 한편 금융협력의 실효성

금융협력과 기후변화 이슈를 중점

과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면 역내 금

연구대상으로 선정₩분석하여 APEC을

융시장 통합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는 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략을 구사해야 한다.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
와 맞물려 APEC 금융건전성 규약(Financial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067
2008년 주요 연구

셋째, 역내 금융시장 통합 및 선진화를 강도

KIEP

무장관회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창설을 대비하여 보다 분석적인 대안

Stability Code)의 도입이나 금융통화정책검
토제도(FMPRM: the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Review Mechanism)의 설립은 국익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우리나라가 APEC 차원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2007년 정상선언문
에서 채택한 행동의제를 국내정책과 조화롭게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8년 수립된‘제1차 국
가에너지기본계획’과‘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한 에너지 집약도와 산림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APEC의 이행계획에 충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상선언문에서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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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이행하고, 이행된 사항들을 점검하며,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상설 대화채널이 구성되어야 하며, APEC 지역 내에서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칭‘기후변화 전문가 그룹(Climate Change Expert Group)’과 같은 APEC
내 상설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APEC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책 기여
APEC 주요과제(지역경제통합 강화, 경제협력 사업 강화, 금융협력,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활용
방안 제시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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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연차보고서

▶ 연구진
김상겸 무역투자정책실 APEC팀 선임연구위원
유재원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교수
한홍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수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02 |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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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원화국제
화는 통화스왑, 무역결제에서의 원화사용 확대, 유로원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확대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원화에 대한 투기 위험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통제기능이 수
욱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본 연구는 원화국제화를 대외충격의 영향을 줄이는 정책대안으로 제시하
고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069
2008년 주요 연구

▒

KIEP

반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환율이나 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원화국제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적인 조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수출촉진을 통한 경제규모 확대, 물가와 환율의 안정, 금융개방도 제고, 원화거래 및 외
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파생상품시장 육성 등이 성공적인 원화국제화를 위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또
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통화국제화 현황을 중국, 홍콩,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집중 조명
하고, 원화국제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장기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원화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적정한 정책을 적절한 시점에 맞추어 선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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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원화국제화는 원화에 대한 해외수
요가 커질 때 추진되어야 한다. 원화국제화는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지위가 불안정한 시기에 원화 수요
가 커질 때 원화국제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
다. 특히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등 주요 국제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이 원화에 대해서는 기회인 시
점이다.
둘째, 원화국제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감독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투
기위험은 해외에서 원화사재기를 통해 원화가치를 높일 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갖
출 때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다. 요컨대, 원화가치의 비정상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일어날 때 긴급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투기세력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시장에 알리는 것이 필
요하다. 다행히, 국제금융시장에서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국제시장 감독
기능과 투기세력에 대한 공조대응을 포함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또한 투기세력 확인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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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국제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보다 정통할 필요가 있다. 법
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 투기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당사자에
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2008 연차보고서

셋째, 원화국제화의 단계적 추진은 보수적으로 수행하되 해당 분야별로 추진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원화국제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되 수요가 많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적은 부분부터 조금
씩 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국제화는 수요 발
생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되, 원화표시 유로채권 발행과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원화
국제화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달러화 가치의 하락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국제통화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
문에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원화국제화를 다른 통화보다 한걸음 앞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

▒

정책 기여
원화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 연구진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장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2 |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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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지원한 시장경제교육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화, 발전되어
왔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정치₩경제₩기타 환경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시장경
한 수준이지만 꾸준하게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시장경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사
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 경험을 살펴보면서 이들 경험이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08년 주요 연구

제교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입증되어 왔다. 북한 역시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미

071

▒

결론 및 시사점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의 전제를 논의하였다. 1990년대 중반 심
각한 경제난을 경험한 북한은 시장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지원한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하게 참여해오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고 장차 통일경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지도자들에게 시장경제의 중요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
구보고서는 문헌₩현장조사, 북한교육전문가들과의 협의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 시장경제교
육의 실태 및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전달한 시장경제교육 경험을 조사하였다. 정리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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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우리 정부가 대
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보고서는 보편성과 대표성을 지닌 일부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교육효과에 대
한 정량분석은 제외하였다는 연구전제를 갖는다.
2장에서는 체제전환과정에서 시장경제교육의 역할과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
제교육의 변화과정을 기술하였다. 간략히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내용은 세계 정치, 경제적 상황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되어온 반면,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들이 안
정되고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꾸준히 그 중요성을 평가₩인정받아
왔다. 체제전환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크게 지식전달과 기술교육으로 구분되고, 초
기 일방적이고 단기적 차원의 지식전달 형태에서, 점차 상호적이고 중장기적 차원의 지식전달과 기
술교육이 혼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단기적 관점에서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은
경제교육의 기조와 내용, 과정 등의 변화를 수반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전환하여 시장경제체제가 사회 내 안정적으로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한다.
3장에서는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최근 10년(1997~2006년)간 국제사회가 지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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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시장경제교육에 북한이 참여한 현황을 정리₩분석하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해는 2004년이
고,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교육내용은 경제₩경영이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기관참여별 교육형
태는 공동교육이었다. 훈련생정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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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율을 보였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한편 대북 시장경제교육이 내포한 한
계점들로 북한의 소극적 태도, 보안문제로 인한 폐쇄적인 교육훈련방식,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정치
₩외교적 마찰로 인한 훈련의 지속성 불투명 및 자금 확보의 한계, 사후관리의 어려움, 북한 훈련생
들의 시장경제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저조한 교육효과 등이 지적된다.
4장에서는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한 시장경제교육 경험을 소개하였다. 국
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내용과 범주, 수준은 공여국
의 정치, 경제, 사회, 기타 환경적 조건에 영향을 받았
을 뿐만 아니라 수혜국 지도자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
지, 수혜국의 경제상황 및 기반시설 구비수준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소개된 사례는 크
게 국제기구의 시장경제교육 경험과 국가별 시장경제
교육 경험으로 구분되는데, 국제기구에서 소개된 사
례에는 세계은행의 러시아 시장경제교육 프로젝트,
아시아개발은행의 몽골 기술지원 프로젝트와 베트남 기술지원 프로젝트₩시장경제교육 프로젝트를
포함하였다. 한편 국가별 시장경제교육 경험으로 소개된 사례에는 미국의 헝가리, 알바니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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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니아 시장경제교육 프로젝트, 일본의 러시아
시장경제교육 프로젝트 및 베트남₩캄보디아 기술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지원 프로젝트, 캐나다의 쿠바 시장경제교육 프로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

젝트를 포함하였다.
5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
한 종합 및 사례별 평가와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

경험을 살펴보면서 이들 경험이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육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국제사회

모색하고자 한다.

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
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
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계획,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
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낳았다.
로 판단되는데, 이는 사례로 인용된 국가들의 당시 상황과 북한의 현재 상황이 현저하게 다른 것에
서 기인한다.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진
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며, 셋째, 사업자금은 남북협력기금 중심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해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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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주체가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고, 둘째 교육대상은 소수 엘리

KIEP

본 보고서에서 소개된 시장경제교육 사례들은 대부분 북한에 직접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

▒

정책 기여
비핵개방 3000에 제시된 북한 상업인력 30만 육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경제관료에 대한 지
식교육 전략과 방안을 제시

▶ 연구진
조명철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홍익표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20 |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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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본이동에 관한 연구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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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정책이 이런 세계화의
움직임에 거슬러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의 주요 고등교육기관들은 동남아시아 국가 등 개도국에
기 위해서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 이를 통해 한국 인적자본의 수준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켜 지식기반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경쟁
력 제고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여 한국 내에서 외국의 고급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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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해외 유학 수요의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

075

육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 경제성장에 큰 장애로 대두될 고령화 문제에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한국의 고등교육 세계화 정책을 점검하면서“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를 적극 포용하
는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입되는 외국 인력이나 프로그램, 기관의 질
관리이다. 그러나 이런 질 관리의 주체는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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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질 관리 구축에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 관리 시스템의 구
축에 있어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
공하는 정책의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가장 근
본적인 해결책은 한국 고등교육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대
리인의 문제 극복을 위한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고등기관의 차별적 재정지원 방안과 질적 관리방안
및 한국의 고등교육 세계화정책 추진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등교

본 보고서는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육기관과 학생의 유인 구조이다. 고등

위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

교육기관은 명성효과로 인해 스스로

고등교육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대리인의
문제 극복을 위한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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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제고할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정부가 재정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에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의 발전 동
기를 고려해야 한다.

고등기관의 차별적 재정지원 방안과 질적

소수의 연구중심 고등교육기관 육

관리방안 및 한국의 고등교육 세계화정책

성과 더불어 다수의 교육중심 고등교

추진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육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

2008 연차보고서

육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중심 고등교
육기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대하

고, 연구중심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은 더 엄격하게 하여 창의적 연구에 경쟁력이 없는 고등교육
기관은 교육중심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중심 고등교육기
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 위주로 하되 연구팀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이 관리면에
서도 더 효율적이다. 셋째, 전문대학원의 경우도 연구중심 고등교육기관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은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 위주로 하되 연구팀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대학원의 경우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개인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은 최소화하
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대를 포함한 교육중심 고등교육기관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기초
로 하여 총액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
하므로 교육중심 고등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 총액제로 하여 대학 자율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지원은 총액제로 하되 그 기준은 성과기준으로 하고 대학평가에 대한 객관
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특성별로 차별화된 재정지원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중심 고등교육기관과 교
육중심 고등교육기관 대학, 전문대학원 각각의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의 개발, 그리고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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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연계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특성에 따
라 각각 엄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대
학들은 학생선발부터 교수 채용, 학교 운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운영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
면서 질에 대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있
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인 교수에게도 보상
이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기관 내부의 성과-보상 연계 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다.

▒

정책 기여
대리인의 문제 극복을 위한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고등기관의 차별적 재정지원 방안 및 질적 관리
방안 제시
KIEP

077
2008년 주요 연구

▶ 연구진
송영관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06 /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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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078

국경간 M&A는 선진국간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이 해외투자의 방식으
로 선호하는 투자 형태이다. 최근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

2008 연차보고서

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
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M&A 거래규모는 거래가 미미했던 1980년대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2조 2,343억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부동산
업 등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에 의한 인수₩합병금액이 가장 크며 제조기업에 의한 M&A는 건수가
많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경간 M&A에서 사모펀드와 헤지펀
드에 의한 투자 비중은 1987년에 13.7%였던 것이 2007년에는 28.2%로 크게 증가하여 사모펀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는 해외 M&A 거래금액 상위 15개국의 대부분이
금융선진국이다. 그러나 2006년을 전후로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기업들도
피인수자가 아닌 인수자로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 M&A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인한 국가간 경제통합으로
국경간 M&A는 장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는 전 세계 M&A의 증가 시기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오히
려 감소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도 거래금액은 급증하였으나 투자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거래건수에서 30위, 거래금액은 38위를 차지함으로써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들에
비해 대규모 M&A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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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7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M&A형과 그린필드형으
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자료 확보의 어려움
으로 한국기업들의 국경간 M&A에 대한 연구는 연
구실적이 미비한 편이며,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현황
진단과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M&A 거래 현황을 실시간
으로 수집하여 보고하는 Thomson ONE Banker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국경간
M&A 동기와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한국기업들의 해외 M&A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실패요인, M&A 제도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고의 2, 3, 4장은 기업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국 개별국가뿐 아니라 1980년부터 2007년
사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분석은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 시도된 적이 없다. 그것은 전 세계 개별 상
장기업의 국경간 M&A 데이터가 매우 방대하고 M&A 데이터와 재무데이터를 수집 및 연계하는 작
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5장에서 소개된 기업 사례연구는 문헌 연구뿐 아니라 기업 현지 방문

079
2008년 주요 연구

까지 분석이 가능한 전 세계 상장기업의 데이터를 현황 파악 및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

KIEP

주요 연구내용

및 설문 조사결과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서 기업의 해외 M&A 의사결정에서 사후통합과정에 이르기
까지 자세하고 심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문헌에서는 우리나라 규제 현황과 제도 개
선을 위하여 벤치마킹하기에 좋은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편이며 대부분 미국 사모펀
드 관련 제도 분석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본고의 6장에서는 사모펀드를 포함하여 실수요자의 국경
간 M&A와 관련된 주요국 해외제도 사례와 한국의 관련법을 상세히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한국기업들의 해외 M&A는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의 한계 극복, 기업간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기
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의 중요한 동인으로서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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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된다. 그러나 모든 M&A가 기업성과를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들의

높이는 것은 아니다. 본고 4장의 실증분석 결과

국경간 M&A 동기와 성과에 대한

에서도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전 세계 및 한국

정량적₩정성적 분석, 한국기업들의

기업에 의한 국경간 M&A는 평균적인 기업성과

해외 M&A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성공₩실패요인, M&A 제도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다. 그러나 장기성과 결정요인 분석에 의하면 이
러한 기업성과는 인수기업의 규모, 무형자산 보
유여부, 피인수기업의 산업 등의 요인에 따라 달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중요한

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 특성에 맞는 단계별 투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자전략으로 M&A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목적으로 한다.

이 중요하다. 정부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국경간
M&A 촉진에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들, 특히 대
기업의 해외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

약 완화, PEF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육성, 컨설팅 기능 강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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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사후리스크 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할 필
요가 있다.

2008 연차보고서

▒

정책 기여
M&A형 해외투자 관련 기업 전략 및 정부의 정책 방안 제시

▶ 연구진
현혜정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박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0 /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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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
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 먼저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세계적
정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불균형의 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추세가 세
계적인 자본이동의 패턴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경우 앞으
로도 몇 년간은 대폭적인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미국의 경상수지가 어떻게 보전될 것인지, 만약

2008년 주요 연구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주요국

081

그 보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악화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하에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글
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불균형의 지
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국으로부터 적자국인 미국으로의 자본이동이 원활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맞서 왔으나,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화의 약세
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달러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의문시
됨으로써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설득력을 가지고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글로벌 불균형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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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급락, 미국
금리의 급등, 미국경제 먼저 침체, 경기침체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있음.
따라서 주요국 정부는 세계적 차원의 환율조정, 미국
의 저축률 제고₩재정적자 감축, 중국₩일본 등 흑자국
의 내수주도 성장전략 등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의 원
활한 해소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금
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강건한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재정의 팽창과 환
율의 하향안정화를 골자로 한 정책조합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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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 배경
국제금융시장의 발달로 채권시장을 비롯한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성숙도

2008 연차보고서

가 강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내의 투자를 선호하는 자국편향(home bias)의 경향이 하락
함으로써 자금의 국경간 이동이 원활해졌으며, 동아시아와 산유국과 같은 저축과다국가가 나타남
으로써 국제자금의 공급이 풍부해졌다. 한편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새로운 금융투자기법이 발달함
으로써 국제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차질없이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전망
미국의 경상수지를 전망한 몇몇 문헌의 검토결과 미국 경상적자의 급격한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
려운 것으로 보인다. Roubini and Setser(2004)는 미국 경상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2012년에 가
장 비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는 12.8%,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도 4.3%를 기록할 것으로 보
았다. Meredith(2007)는 미국 경상적자가 장기적으로 GDP의 1%를 넘지 않는 경우도 예측하였는
데, 이는 미국자산에 대한 해외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착륙 시나리오를 전제했을 때의 수치이다.
미국의 적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경상흑자와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사우디 등의 산유국,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국부펀드 등의 자
금공급원에 의해 조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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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제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유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
됨.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과 자산가치 급락은 미국 내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가계의 소비성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금
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된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될 대규모 재
정지출은 상당기간에 걸쳐 미국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 경상적자(글로벌 불균형)의 지속 가능성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크게 보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앞으로
도 주요 흑자국들에 의해 원활하게 보전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흑자국들이 달러표시 자산의 보유를
꺼리게 되어 미국으로의 자본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고 세계경제가
경착륙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비관론으로 나누어

악화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하에서

진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화의 약세가 예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평가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달러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의문시됨으로써 위의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설득력을 지니고 확산될 가능
성이 커 보인다.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083
2008년 주요 연구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을

KIEP

본 연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5. 세계경제에 대한 함의
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
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 먼저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주요국 정
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불균형의 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환율조
정과 미국의 저축률 제고₩재정적자 감축,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흑자국들의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
등이 불균형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협조의 과제로서 여러 학술적₩정책적 토론의 장에서
제안되어온 바, 그 적극적 실천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6. 신(新) 브레튼우즈 체제와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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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논의된 신브레튼우즈 체제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세계
적인 정책조정의 과정에서 또 그 결과로 나타날 국제통화질서의 모습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상 저하와 유로화의 역할 강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통화협력
의 결실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강건한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보고, 통화₩재정의 팽창과 환율의 하향 안정화라는 정책조합을 제안하였다.

▒

정책 기여
미국발 금융위기로 악화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하에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정책방안 정립에 기여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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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조종화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이인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1 |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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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 및
해당지역과의

협력방안 연구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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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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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금까지 해외시장에 의존해온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수시장, 그 중에서도 내수
소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과 투자에

2008 연차보고서

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
근에는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인해 생산재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중 수출이 한계에 직면한 상
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재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 잠재력, 특징을 분석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중국 소비시장 진출
이 한국의 대중 투자 및 교역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지 검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거대하고 분산된 중국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주요 연구내용
우선,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비시장의 규모, 소비의 구성, 소비시장
의 성숙도, 지역별₩계층별 분화, 소비시장의 성장 전망 등을 검토하고,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적₩구조적 요인을 점검한다. 또한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을 소비주체의 형성, 소비경로의
변화, 소비의 지역별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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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현재 한국기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
출한 일부 소비시장 사례(승용차, 가전, IT 등 소비
재시장과 교육, 의료 등 소비형 서비스시장)를 검토
하고, 이를 통해 중국 소비시장의 일반적 특징이 개
별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한
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이 소비재 수출을 통해 중
국 시장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 소비재시장의 규모, 한국의 진출 현황, 한국제품의 경쟁력 등을 검토한다.

▒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의 소비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구소비재가 빠르게
되었다. 개인소득의 증가로 의식주 등 필수소비 외에 특히 교통, 통신,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된 도시지역과 동부 연해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지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개
혁개방과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공공서비스, 주택, 연금의 시장화가 주민의 소비성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결과 민간소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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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확대되어 왔다.

KIEP

보급되었고 쇼핑, 광고, 브랜드, 다양한 유통채널 등 소비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이 시기에 형성

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하락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소비의 주력 계층인 중국의 도시 중산층은 이미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성장 전망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중산층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그 규모의 추정은 어렵다. 소
비의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유통망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전문매장,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 경로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분야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중국의 286개 주요 도시 중에서 1인당 소비능력 및 전체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27개 소비 핵
심도시를 선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 결과 소비의 지역별 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시장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 가전, IT 등 세 개 소비재 시장
과 교육, 의료 등 두 개 소비형 서비스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승용차시장은 빠르게 성장
하고 있으나 아직은 보급률이 낮아 여전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특히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가 높은 편이다. 가전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기본 제품에 대한 보급이 완료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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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도시지역의 교체 수요 및 고급화 수요가 발생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 잠재력,

하고 있다. 또한 아직 미성숙한 농촌지역의 신규 수
요가 예상된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 IT 제품의 경우

특징을 분석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보급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 브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이 한국의

드들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 투자 및 교역의 장기적 성장을

서비스시장에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교육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비스시장의 경우, 정규 교육 외에 어학교육, 직업교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육, 보습교육 등의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특
히 중국의 세계화(어학교육)와 높은 교육열(보습교
육)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
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시장화와 고급

화에 따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및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
요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은 주로 현지 투자기업을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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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져 왔다.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소비재 생산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소비재 수
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또한 소비재 수출품목에서도 다양화보다는 집중화 경향이 나타나
고 있어, 소비재 수출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8 연차보고서

이상과 같은 중국 소비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는 투자를 통한 진출, 제품시장뿐만 아니라 서비스시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소비거점 지역으로의 마케팅 역량 집중, 우수한 품질보다는 새로운 컨셉트를 제공하는 등
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 FTA를 통해 중국 소비재 및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 통
로를 확대하고, 유통산업 진출과 상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며, 서비스시장 진출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

정책 기여
중국 소비시장 진출 지원전략 제시

▶ 연구진
지만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장
박월라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이승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박현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3 |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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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2000년 이후 러시아는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이라는 대외경제 여건의 호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제
도 및 행정 개혁에 힘입어 비즈니스 환경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
로벌 경제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유망한 투자시장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2008)는 러시아를 2010년까지 세계 4번째 투자유망대상국으로 선정할 정도로 시장성
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8년 주요 연구

히 외국인투자 활동에 관한 많은 제약요건들이 폐지되고, 규제 사항들이 완화되면서 러시아는 글

089

최근 수년간 노동시장, 기업지배구조, 공정경쟁, 인허가 및 조세행정 등과 관련한 투자환경에 긍
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들
은 러시아에서의 영업활동과 그 결과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 동안 다른 이머징마켓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급격
하게 러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현지 경영 애로요인에도 노출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의 목적은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
써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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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시장으로서 러시아의 중요성과 진출의 필요성,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동향 및 동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경영 실태와 현지화 분석, 대러시아 현지화 전략과 진출 방안
및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 및 공공지원기관의 서비스 및 지원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 KOTRA, 기타 공공지원기관의 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일관적인 협력 지원체계을 구축해야 한다. 러
KIEP

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기관은 공관과 KOTRA이며, 특히 중소기
업들이 동 기관들의 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기 때

090

문에 KOTRA를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전

2008 연차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스크바와

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에는‘현지투자지원

블라디보스토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센터’를, 한국에는‘러시아전문담당’기구를 설립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을

하여 유기적인 쌍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

토대로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요하다.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둘째, 대러시아 진출을 본격화하고 양국간 경제협
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투자보험정책, 투자지원금제도, 교육 및
정보제공, 지역전문가풀(pool) 구성 및 활성화, 중소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및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연수프로그램, 한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포함된 정기적인 시장개척단 파견 및 비즈니스 전시회 개최, 러시아 내 한국기업 경
영애로요인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활동, 한국공관 발행‘한국인등록증’신설 및 발급 등
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 및 현지교육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양성
하고 육성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에 KIEP, KOTRA, 일부 대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
는 현지전문가 양성교육에 대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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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원 및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극동지역 진
출 확대 및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
지 및 자원분야 사업관련 기금 확대 및 확충과 더불
어 국가 차원의 공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극
동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개설
된‘극동시베리아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 법률₩회계₩금융 서비스 제공 확
대, 전문가-기업-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자원개발관련 정보 수집과 지원 분야 발굴 등으
로 지원을 확대하여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러 FTA를 조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보완적 산
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물류분야 진출 확대 및 물류허브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경쟁심화에 따른 비용, 특
히 물류비용의 절감, 한국-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 및 주변지역 판매 확대, 시베리아 자원개발
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베리아횡단철도 통관 운임료 절감을 위한 양국간
협상이 요구된다.
국기업인 장기비자 또는‘기업인 등록제도’를 통한 무비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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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비자 개선 및 한국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러 정부 간 협상을 통한 한

KIEP

및 확보 등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물류진출을 확대하여 물류시설 건설분야 등으로 진

정책 기여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현지경영 방안 제시

▶ 연구진
이재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위원
이순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황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5 |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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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092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
를 안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2008 연차보고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지
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서비스업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한편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따라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대
두되고 있다. 경제구조 전체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긴요하고, 향후 무역에 있
어서도 서비스분야 무역 확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06년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
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이에 따라 산업전
반에 걸친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지속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에 서비스업의 성장은 선택이 아니
라 필수이다. 200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06년 GDP에서 서비스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은 76.0%, 일본은 68.6%, 영국은 75%, 프랑스는 77.2%였으며, 한국은 57.2%에 그치고 있다.
상기 통계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서비스화는 미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관계,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과의 관
계, 특히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중요한 한국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미상무부의 산업연관표에 따라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중간재로서 비서비스업에 투입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 4,380억 달러에서 2006년 1조 2,500억 달러로 2.86배 증가하였다. 비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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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간재로서 비서비스업에 투입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1조 4,000억 달러)에 비해 2006년
(3조 5,000억 달러)에는 2.52배가 증가하였다. 비서비스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가
비서비스중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경제의 서비스화에 대한 논의가 GDP와 같이 주로 생산 분야에서 이뤄지지만, 사실 고용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1958~2007년 미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을 보
면 전체노동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서비스 고용은 1958년 64%에서 1997년 81%, 2007년 8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절대고용인구도 1958년에 비해 2007년은 약 3.5배 증가하였다.
반면 제조업 고용 비중 추이는 1958년 29%, 1997년 14%, 2007년 10%로 지난 50년 사이 급격히 감
소하고 있고, 절대고용인원도 감소하였다. 이처럼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 분야 고용은 절대적₩상대
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IMF(2008)에 따르면 미국은 단일국가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서비스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의 서
비스 수입국이다. 1995~2006년 전세계 서비스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수입 비중은
증가하였다. 1995~2006년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수입 비중은 증가하였다. 세계
서비스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순위가 더 높았으며, 한국은
스 교역수지는 약 76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기 통계를 통해 미국경제의 서비스화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주요 선진국들의 경
는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경제의 서비스 성장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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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비스화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

KIEP

2006년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가 약 188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의 2006년 대세계 서비

있어 미국경제의 서비스화의 추이, 이와 관련된 미국의 규제정책 변화,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 특히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본고의 연구 목적
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완화 정책연구를 배경으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성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데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증대시키
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서비스경
제의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을 경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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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서비스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
는 규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미국 서
비스산업 성장요인 실증분석이 제시하듯이, 규제개혁의 효과는 서비스산업 성장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과 통신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는 해당 서비스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규제개혁 전반의
효과, 1996년과 1999년의 통신₩금융개혁의 효과 모두 서비스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여 동 서비스 분야에 자본 축적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 통신, 사업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통해 경쟁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
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자본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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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완화 정책연구를 배경으로

를 증대해야 한다. 미국 서비스산업 실증분석에서 볼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수 있듯이 자본, 노동, 연구개발 설명변수는 1% 유의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준에서 서비스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다. 특히 연구개발의 계수효과가 커서 서비스산업 성

성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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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 제시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제조

보는 데 있다.

업 간의 산업연관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동 연구는 미국의 산업연관표, 노동 관련 통계, GDP 통계 등을 이
용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산업연관표는 1998년부터 2006년
까지 총 9개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동 자료를 통하여 서비스업 각 부문이 어떤 제조업 부문에
투입되었고, 그 추이는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약 10년에 불과하여 중₩장기
적인 추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중간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전₩후방 연쇄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지는 못
하고 있다. 또한 동 연구에서 고용의 변화가 반드시 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으로부터 왔다고 단정하
긴 어렵다. 왜냐하면 고용의 변화가 해외변수 또는 기술의 변화에서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지만,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산업
데이터가 부족하여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를 구할 수 없었다. 서비스산업 성장요인 중 인적자본을 따로 분류해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산
업별로 추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개발의 경우 서비스산업별로 투입된 연구개발에 대
한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 전체 미국 산업에 투입된 연구개발 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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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설명변수의경우,규제완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HallandJones(1999),
Acemoglu et al.(2001), Djankov et al.(2006) 등 여러 연구자들의 실증분석이 있었다. 이들의 연
구결과는 규제수준이 완화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의 연구가 국가의 순위를 이용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완화의 효과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OECD, World Bank, IMD, 해리티지 재단 등은 규제 정도를 지수화하
여 측정하고 그 개선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발표하고 있다. 상기 기관의 자료에는 국가별 규
제완화 정도가 순위별로 작성되어 있으나, 시계열 기간이 짧거나 횡단면 자료만 측정되었다. 따라
서 상기 기관의 자료를 미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시계열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 서비스산업 성장에서 규제완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레이건 시대, 기타 규제완화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변화 시기(예를 들면,
1996년 통신법 개정,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 철폐)를 더미변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증분석
상의 한계가 있다.
의 산업연관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성장회계모형을 바탕으로 자본, 노동, 규제개혁, 연구개
발, 금융발전 등의 설명변수 등이 미국 서비스산업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준 요소임을 분석하였다.
함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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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이러한 한계점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서비스산업성장과 개방정책과의 관계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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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미국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혁 정책,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

정책 기여
한국경제 서비스화에 필요한 정책자료로 활용

▶ 연구진
이준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6 |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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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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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3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미주개발은행(IDB)에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
다.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높은 위상과 영향력으로 우리나라의 IDB 가입은 한₩중남미

2008 연차보고서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IDB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IDB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IDB를 활용하여 민관차원에서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중남미
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최근 중남미 경제환경 변화와 2005년 모레
노(Alberto Moreno) 총재 취임 이후 IDB의 대중남미
지원정책 변화 및 중점지원사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2005년 IDB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IDB를 통한 중남
미지역과의 협력을 신탁기금 활용, 조달시장 진출, 협
조융자, 무역금융 등으로 대별해 평가하고 과제를 제
시하였다. 사례분석의 일환으로 역외 회원국(비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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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과 스
페인의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사례를 심

본 연구는 IDB 가입 이후

층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

우리나라의 IDB 협력 성과를

막으로는 위의 분석을 토대로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IDB를

IDB 활용의 의미를 살펴보고, IDB를 활용한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방안을 중₩단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활용하여 민관차원에서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1. 단기적 IDB 활용방안
먼저 우리나라의 IDB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IDB 업무 주체 표시 명확화 △IDB 포털사이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IDB 조달시장 입찰대행 전문서비스 회사 설립 △IDB 지원 F/S 프로젝트 참
여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등의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지금까지 우
보고서 발간 △신탁기금사업의 홍보활동 강화 △컨설턴트 풀의 확대와 관리 강화 △소액의 기능성
펀드 운영 △IDB 신탁기금과 지식공유사업 등 국내 기술원조와의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넷째,
IDB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조융자 확대 △IDB 및 IIC 융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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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신탁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IDB 신탁기금사업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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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IDB 아카데미 운영 등 IDB 진출의 3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IDB 조달시장 진출

용 △적극적 홍보를 통한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TFFP) 활용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중장기 IDB 활용방안
중장기적으로 IDB를 활용해 중남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 공동 신탁기금
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0월 중국의 IDB 가입을 기회로 한
₩중₩일 3국이 공동으로 신탁기금을 출연해 아시아의 개발경험을 중남미지역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가칭‘Asia Program’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IDB 신탁기금과 ODA(공적개발원조)를 결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개발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2개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제IT협력
센터사업과 정보접근센터사업을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사업으로 단일화하고, 국별 단위로 추
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남미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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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기금 사업으로‘한₩중남미 IT 장관회담’을 개최,‘한₩중남미 IT협력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에 근거해 국제IT협력센터사업과 정보접근센터사업을 포괄한 지역차원의 가칭‘한₩중남미
IT협력 및 정보접근센터’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젝트 수행 초기자금 지원 △프로젝트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 및 활성화 △프로젝
트 검색 대행 서비스 제공 △국제개발은행들과 활발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건설플랜트업체
들의 IDB 프로젝트 진출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진출기업 단독으로 추진
하고 있는 각종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IDB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적
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IDB 인적자원과의 튼튼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IDB 본부 및
국별 사무소 방문 세미나 개최, IDB 직원 초청 활성화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IDB 인사들과 친교를
쌓고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IDB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중남미 유
망 교포 청년인력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에 우호적 인사를 육성하거나 IDB 내에 직접 한국
출신의 전문가를 취업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DB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인식 및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섹터별, 소지역별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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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중남미 미래의 주역이자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들의 한국과 IDB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채널로‘한국₩IDB 논문 공모대회’개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8 연차보고서

▒

정책 기여
신탁기금 활용 활성화, 조달시장 참여 확대 등 IDB를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제시

▶ 연구진
권기수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김원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권  율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장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7 |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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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공여국의 국내적인 시각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량을 살펴보
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리나라는 20여 년의 원조공여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 동안 공여국으로서 경험과 역량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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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원조공여국으로서 우리가 원조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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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신흥공여국이기 때문에 개선하고 발전시
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나 국제사회에
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원조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010년에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역시 원조확대
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원조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조역량도 같은 수준으로 증대되지 않으
면 자칫 원조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원조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 창출에 의구심이
발생하면 원조의 양적 확대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원조정책의 지속
성을 위해서도 원조관리 역량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역량을 정의하고 공여국 내부의 각 원조주체들이 원조
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할 역량의 제반요소들을 정리하였다. 공여국으로서 한 나
라의 원조역량을 크게 정책역량, 실행역량, 인프라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구성요소가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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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
여 우리나라의 원조역량을 분야별로 평가하였는데,
유상원조의 실행역량과 무상원조의 실행역량, 그리
고 원조인프라 역량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원조 선진
국의 사례연구를 참고로 하여 결론에서는 우리가 역
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의 정책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원조시행기관간 조정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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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책역량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지만, 실행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의 실시체계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었다. 유₩무상원조
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최근에 시도되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2008 연차보고서

러한 조정의 결핍은 중장기원조전략의 수립, 원조재원의 지역별₩분야별 배분, 사업의 발굴 등과 관
련된 역량을 훼손하고 있다.
둘째, 원조실행과 관련한 제도적 절차나 형식을 구비하는 데서 나아가 현실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원조시행기관이 원조사업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수행
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제도적 개선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의 구비나 절차상의 개선이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원조는 사업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본사업만 강조되고 사업의 머리와 꼬리에
해당하는 선행조치와 사후조치들은 소홀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행조치인 원조전략 및 계획 수
립, 사업발굴과 사전타당성조사 그리고 사후조치인 사후평가와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서는 예
산도 적게 배정할 뿐만 아니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선행조
치와 사후조치를 내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시행기관을 비롯한 참여주체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과 예산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조 중에서 기
술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원조 분야도 다양화되면서 사업의 관리와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
성의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원조 실시과정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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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할 단계와 업무의 범위도 확대되고 복잡해
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기관들

공여국으로서 한 나라의

은 내부자원의 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

원조역량을 크게 정책역량, 실행역량,

만 외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더 많은

인프라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국내외의 다양한 파트

각 구성요소가 현실에서 얼마나

너들을 발굴하여 그들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섯째, 원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정립하였다.

참여주체를 다변화하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

그리고 원조 선진국의 사례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원조인프라를 확충하

참고로 역량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컨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설턴트 역량이 매우 미흡하고 특히 소프트 분야의
기술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전문 컨설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컨설턴트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
구와 교육기능의 강화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원조재원의 배분에 있어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데만 재원을 확대하기보다
불구하고 우리 시행기관의 인력이나 행정예산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사업의 건수나 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축소와 구조조정을 위해 이 분야의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것은 피상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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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원을 전달하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이 투입해야 할 것이다. 원조의 규모증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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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모나 건수만 늘어나면 부실한 원조사업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원조와 관련된 연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원조의 효과를 감퇴시킨다면 사실은 수십 배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정책 기여
EDCF 및 KOICA의 현재 역량 평가

▶ 연구진

및 제고방안 제시

박복영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 연구위원
이계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순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정지선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8 |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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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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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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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글로벌 이슈로 등장했지만 우리는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에 대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는 양비론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협력파
트너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고, 우리는 동남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에 치중함으로써 아프리카와의
협력의 여지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국은 초고속 경제성장에 몰입함으로써 아프
리카의 빈곤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21세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도 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개
발협력은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그리고 보다 성숙된 선진국을 지향하는‘글로
벌 코리아’가 제시하는 비전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가 우리의 본격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조 규모가 급
속히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일차적인 목표는 수원국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중장기
적으로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 구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목표를‘아프리카 빈곤 해소에 대한
기여’와‘21세기 파트너십’구축에 두고 있다. 개발협력은 인류애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 국격(國
格)을 높이고 국익(國益)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익도 자못 크다. 개발협력이 심화되면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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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고 나아가 자
원의 안정적 확보 등의 국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개발협력국(DCC)’과‘전략적 협력
국(SCC)’으로 구분하여 우리의 원조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DCC 국가는 아
프리카 모범국가로서 아프리카 역내에 경제개발의 학습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개발협력모델국가
(development cooperation pole)이며, SCC 국가는 개발원조를 통해 상호 경제협력에 따른 기회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의미한다. DCC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국가프로그램(Country Program)을 수립하여 발전역량 구축을 중점지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SCC 국가들에 대해서는 해당 협력분야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로는 한국 개발경험의 전수, 민간부문과의 파
첫째, 개발경험 전수의 경우, 한국은 아프리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 또는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국가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공모델이라는 소중한‘소프트 파워’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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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PPP) 구축,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신탁기금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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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계성이 높은 원조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협력기반 조성에

큼, 아프리카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역시 개발경험의 전수일 것이다. 경제개
발경험 전수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
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개발경험의
전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아프리카 53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PPP) 구축을 통한 개발원조 역량 강화이다. PPP 방식의 개발원조
는 민간기업의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을 ODA 사업에 결합함으로써, 원조규모의 확대와 효율성의 증
진을 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참여기업의 이미지 구축과 시장개척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현
재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개발원조 사업의 발굴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개발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PPP 협력방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의 협력수준을 감안할 때 선진 공여국들과 같은 PPP 형성은 현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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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업 타당성 단계, 즉 개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일차적인
목표는 수원국의 발전에 실질적인

발조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PPP 접근방식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도움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그

셋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활용

성과를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

성 제고이다. AfDB의 전략적 우선분야인 민간부문

구축에 두어야 한다.

지원,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환경, 수자원 등의 분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이것이 아프리카의

기본목표는‘아프리카 빈곤해소에의
기여’와‘21세기 파트너십’
구축에 있다.

빈곤감소 및 경제성장과 연계되도록 설계하는 것
이 중요하다. AfDB 신탁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을 위한 제반 조사 및 연구기능
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축적하여 양자간
ODA 및 민간부문의 진출기반 확대를 도모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AfDB에 현지 직원 진출을

확대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신탁기금의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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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점차적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

2008 연차보고서

정책 기여
대아프리카 ODA 가이드라인 제시

▶ 연구진
박영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박복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위원
권  율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장
허윤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8-19 |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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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연구과제

연구자료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금융산업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중국은 WTO 양허내용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고 하지만, 관련법과 규정의 집
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금융산업 현황, 교역 현황, 주요 교역장벽과 교역
제한 사항 등을 살펴보고, 양국간의 금융부문별 경쟁력을 비교하여 진출유망분야와 그 효과를 분석

▶ 연구진 | 이창영 초청연구위원

연구자료 08-01 /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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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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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며 감독당국이나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

▒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
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
전히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분업
보다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재산업보다 부품산업에서 더욱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구진 |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08-02 / 74쪽

방호경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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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과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
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
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
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
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이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
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
가 있다.
▶ 연구진 | 정형곤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장

연구자료 08-03 / 104쪽

나승권 국제개발연구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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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2008 연차보고서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
리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면서 양국 기업이 에너지 절약분야
에서 잘 협력해 나가는 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실
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기업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식향상
이 필요한 초보적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가 국내기업의 의식 향상 및 한₩일 양국기업
의 협력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연구진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08-04 / 150쪽

▒ 한₩중₩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
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
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동북아 3국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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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FTA/EPA 인도네시아 상품양허안을 비교하여 관세인하 및 철폐 속도에
따른 3국의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 연구진 | 김한성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연구자료 08-05 / 116쪽

백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 특징과 시사점
최근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생산공정에 참여
하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데 있다. 국가간 생산네트워크의 원인 및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생산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국경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국경간 생산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이 주요 원인임은 틀림없다. 기업들의 생산공정 분할
(fragmentation)은 전세계 혹은 지역내 무역에서 중간재 거래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중간재 무역
의 활성화는 전세계 무역에서 소비재, 자본재 등 다른 생산공정에 비해 중간재의 점유비중을 빠르
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 방호경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08-06 /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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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대시켜 왔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분할 이론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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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에의 시사점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일본농
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
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정
작 그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
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연구진 | 김양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연구위원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연구자료 08-07 / 182쪽

정지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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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국경조정조치, 유연성체
제 등 조치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일부는 WTO의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개
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조치는 자국의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이
주 우려를 유발한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CO2 배출 세계 9위이면서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의무부담
국이 될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정상회의에 앞서 포
스트-2012 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 PPM 관련 조치와 국제무역 그리고 강제적 감축조치에 따
른 경쟁력 약화산업·업체들의 공정경쟁 여건 확보 점검이 요구된다.
▶ 연구진 | 윤창인 초청연구위원

연구자료 08-08 / 148쪽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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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
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 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2008 연차보고서

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
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진 |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문우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송치영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유재원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자료 08-09 / 266쪽

▒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부문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
자들은 여전히 한국의 다양한 규제와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
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
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
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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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적이고 종합적으
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 |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연구자료 08-10 / 182쪽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호선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연구원
박순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홍식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송유철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
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효율성 향상과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시장개방과 생산성, 효율성, 기술발전 및 경쟁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1988~2005년 우리나라 제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진 |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 박순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연구자료 08-11 /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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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센터 소장

KIEP

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홍식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최종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
슈로 등장하면서 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
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개방과 아웃소싱이 고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연구진 |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 이홍식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연구자료 08-12 / 110쪽

박순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우영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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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s

▒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2
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
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나타내며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내
국세와 국내법규를 통해 국내생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내국민대우 위반은 주
로 두 가지 형태, 즉 법률상의 차별(de jure discrimination)과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KIEP

110

tion)로 나타나는데, 향후 외국산 상품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관련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GATT 제3조 2항과 관련된 차별적 내국세 부과여부 사안을 다룰 때 동종상품, 차별적 대우
및 보호주의적 적용(protective application)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요소의 검토는

2008 연차보고서

GATT 제3조 2항의 어떤 내용(first sentence or second sentence)에 위반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
루어진다. 비록 소위‘목적₩효과분석법(‘aim-and-effect’approach)’이 동종상품의 범위를 결
정하는 데 적용될 수는 없으나, 내국세의 보호주의적 적용 여부 확인시에는 이용될 수 있다. GATT
제3조는 모든 한국 FTA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GATT 제3조에 존
재하지 않은 내국민대우에 관한 추가적 내용, 즉‘GATT-plus’규정은 향후 WTO에서 제소대상
이 되어 패널에 의해 판정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법(applicable law)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
는‘신법 우선의 원칙(lex posterior)’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 FTA 패널은 WTO 패널과 상소
기관의 판정에 의존할 의무가 없지만 FTA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GATT 제3조를 일관성 있게 적
용하기 위해 FTA 패널들은 WTO의 해당 평결이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연구진 | Sherzod Shadikhodjaev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WP 08-01 / 62쪽

▒ FDI Inflow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Panel data Causality Analysis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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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외국인직
접투자 유입 및 경제성장 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 일관된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1981~200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1세
대 신흥공업국(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과 제2세대 신흥공업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중국)으
로 나누어 각 그룹별 차이점을 살펴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일인당 GDP, 무역구조,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개별 동아시아 국가들
의 특성 및 제1세대 및 제2세대 신흥공업국들 간 차이를 살펴본 후, 최근의 실증분석 관련문헌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1981~2005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GDP,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 세 변수간 상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추
정하였다. 개별국가에 대한 분석결과,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인과관계를 보여 일반화된 결론을 제
시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세대, 제2세대 신흥공업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패널데
이터를 구성한 후 각 그룹에서의 세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형
는 세 변수간 강한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제2세대 신흥공업국 그룹에서는 단
지 수출과 GDP 간에서만 약한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한편 동아시아 전체 그룹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과 GDP,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간에는 강한 양방향의 인과관
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매우 흥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패널데이터 분석이 개별국 시계열데이터 분석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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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일방향으로 GDP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수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GDP에 영

KIEP

을 이용하여 패널 VAR 추정을 실시하였다. 패널인과관계 분석결과 제1세대 신흥공업국 그룹에서

▶ 연구진 | Yongkul Won 서울시립대 교수 Frank S.T. Hsiao 미 Colorado-Boulder대 교수  
             Doo Yong Yang KIEP 연구위원

WP 08-02 / 86쪽

▒ Flexible BBC Exchange Rate System and Exchange Rate Cooperation

in East Asia
경쟁적 평가절하, 국가간 금리차이에서 일어나는 단기자본의 과잉유입과 인플레,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환율 및 통화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적합한 새로운
신축적 BBC(통화바스켓, 밴드, 크롤)제도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일본을 포함한 참여국
들은 환율을 지역의 통화바스켓(아시아 통화단위: ACU)에 밴드를 두어 연결하고 ACU 는 달러와 유
로의 통화바스켓에 연결한다. 지역 통화 위기 시에 일본과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BBC 제도를 채택하여 정책을 조정하면 효과적일 것이나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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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종래 제안된 것과 다른 바스켓을 제시하고, 임금상승률이 빠를 때에는 물가보다는 단
위노동지수를 사용한 실질 실효환율 변동이 크롤방식에 반영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중
심 실효환율에 일정한 밴드(예, ±10%)를 허용하여 환율이 변동하도록 허용하고, 투기세력이 클 때
는 환율이 밴드 밖으로 움직이는 것을 허용한다. 협력 초기 단계에는 시장의 신뢰가 커질 때까지 밴
드, 중심환율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 강력한 환율협력 방식은 단기와 중기에 달러와 엔 환율을 일정한 밴드 내로 고정시키고, 장
기에는 일정 환율에 고정시켜 엔/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양국간 금리차이를 적게 하는 것이
다. 동아시아 개도국의 통화바스켓(ACU)은 달러와 엔의 바스켓에 연결하고 참여국들은 환율을
ACU에 밴드를 두어 연결한다. 엔은 역외 바스켓에 포함되고 역내 바스켓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 일본과 동아시아 개도국들 간의 환율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엔에 대한 미국의
평가절상 압력과 엔캐리 트레이드를 방지한다. 동아시아의 경제개방과 개혁, 지역개발과 투자확
대,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보유외환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통해 미국과 동아시아의 금융 불균형
을 해소할 수 있다.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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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BBC 제도의 경험은 좋은 교훈이 된다. 일관성 있고 건전한 정책,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
에 대한 시장의 신뢰, 신중한 금융·재정정책,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의 강화 등이 중요하다. 일정 범
위 내에서 환율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한다. 상품과

2008 연차보고서

생산요소 가격의 신축성을 증가시키고 경기침체기에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대
적으로 취약한 국내 금융기관을 고려하여 과도한 해외 단기자본 유입이 있을 때에는 자본통제도 검
토되어야 한다.
▶ 연구진 | Yen Kyun Wang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WP 08-03 / 132쪽

▒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Ireland
금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직
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국내외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75~2006년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 공적분 검정과 오차
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
였다. 공적분 검정에는 시계열 소표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한
계검정법(bounds test)을 도입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모형 추정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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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모두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과관
계 검정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일
랜드의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구진 | Kyuntae Kim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WP 08-04 / 46쪽

              Hokyung Bang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전문연구원

▒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on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는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범하여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관세동맹과 공동경
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경제기구이다. EurAsEC 회원국들은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통해 이미 자유무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세동맹 설치 노력을 기울이
EurAsEC는 신국제기구이므로 몇 가지 도전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각 회원국의 대외무역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6개 국가간에 관세동맹을 동시에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우선 러시아,
였다. 따라서 현 EurAsEC 규범제도가 모든 회원국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독립국가연합(CIS) 구역에서 EurAsEC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러시
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 간 동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등의 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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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루시 및 카자흐스탄 사이에만 관세동맹을 설립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이후 가입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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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경제통합모델이 될 수 있다.

합형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통합형태의 기능 또는 활동을 EurAsEC와 조정할 필요가 있다.
EurAsEC 국가 중 키르기스스탄만 WTO 회원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WTO 가입절차를 밟는 중
이기 때문에 EurAsEC의 관세동맹준비과정과 WTO 가입과정을 서로 조화시켜야 하나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EurAsEC 관세동맹의 제3국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에 공동관세를 지불하면 EurAsEC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둘째, 향후 제3국과의 FTA
등 무역협정은 EurAsEC의 일부 회원국보다는 관세동맹 전체와 맺어질 것이다. 셋째, EurAsEC는
WTO 가입조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키르기스스탄 외 각 EurAsEC 회원국은 WTO 가입협상 시
유사한 시장접근제안을 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키르기스스탄은 EurAsEC 관세동맹설립으로 인한
공동관세를 인정할 경우 자국의 WTO 양허표를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WTO 회원국에 보
상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EurAsEC은 독자적 관세영역으로서 향후 WTO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데, 이 경우 WTO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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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 Sherzod Shadikhodjaev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WP 08-05 / 80쪽

▒ Real Exchange Rate Dynamics in the Presence of Nontraded Goods

and Transaction Costs
현대 국제거시경제학 모형의 기본적 가정인 law of one price와 purchasing power parity는 국가
별 상대가격의 격차가 시차를 거치며 축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질환율, 즉
국가간 상대가격의 격차가 매우 지속적(persistent)일 뿐만 아니라 변동적(volatile)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거시모형은 실질환율의 동태적인 지속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역재와 거래비용을 고려한 일반균형 모형
을 발전시키고 이로부터 실질환율의 동태적 움직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본 모형은 실질환율 지속성의 95%, 변동성의 9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경직성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비교역재와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한 실질환율의 지속성과
변동성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연구진 | Inkoo Lee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WP 08-06 /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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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hyup Shin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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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US policy choices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미국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한
다. 미국의 기존 경기침체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경기침체의 중심은 금융부문에 있었고, 미
국경제에는 2007년 마지막 분기에 이미 경기침체의 압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율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외채는 미국 정책결정자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적인 시각에서 보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과 세계 보안관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사이에 반비례 관계
가 있다.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 등 미국의 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생산성 증대와 같은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 정책이다.
▶ 연구진 | Yonghyup Oh 국제거시금융실장

WP 08-07 / 40쪽

             Wonho Song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 Empirical Analysis on U.S. Congressional Voting on Recent Free Trade

Agreement Bills
본 논문은 미 의회 108회기와 109회기에서 처리된 FTA 법안에 대한 하원 의원의 투표결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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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 정치₩경제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치기여금 방정식 및 투표 방정식으로 구성된 동시
적 프로빗-토빗 모델(simultaneous probit-tobit model)을 이용한다. 하원 의원의 투표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는 당파(partisanship), 특히 찬성표와 반대표의 수가 별 차이가 없는 경
우, 해당 선거구내 민감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비중, 정치기여금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
치₩경제 변수의 한계효과는 향후 미 의회에서 처리될 FTA 법안의 통과여부 전망에 관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진 | Hyejoon Im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WP 08-08 / 50쪽

Hankyoung Sung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무역투자
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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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한₩미 FTA 결과, 미국 정부조달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진출 가능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
의 진출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
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우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 자사 제품(또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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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를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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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달시장은 일단 거래를 확보하면 장기간 계약이 지속
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
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을 두고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
니라 대만, 중국 등 우리와 근접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
쟁력은 물론이고 기술과 품질을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국 정부조달시
장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형식
적이거나 일시적이며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정
부조달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바, 하나의 지원 시스템하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연구진 | 정지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8-01 / 74쪽

박혜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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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
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중 간 산₩관₩학 공
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중 FTA의 효과
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
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
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연구진 | 조미진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8-02 / 110쪽

여지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김민성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연구원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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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
시리즈

▒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EU는 직접규제 대신 가격을 통한 인센티
브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으로 EU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EU는 향후 기후보호와 관련하여,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하
는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검
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연구진 |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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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구시리즈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the APEC:

Another Common Denominator or Harmonizing Measure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APEC에서 협상의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만
약 CSR이 협상의제가 된다면, 이는 모든 APEC 회원국에게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또 다른 공동의
규제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협상의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원국은 그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본 논문은 CSR이 APEC에서 의제가 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다른 포럼들 및 APEC과
의 관계에 따라 발전된 몇몇 국제적 CSR 규범들에 대해 논의한다. APEC 회원국들이 가진 위장
고려할 때, APEC에서 CSR을 거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원적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다. 첫째,
APEC은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APEC CSR 규범을 발전시킨다는 중기적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CSR 역량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구진 | Byung-il Choi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APEC 08-01 /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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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PEC은 CSR의 모범적 시행과 보급, 고취, 공적 약속 및 네트워킹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등의

KIEP

된 협상의제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대부분 국제적 CSR 규범들이 자발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PEC Region:

An Evolutionary Path to Bogor Goals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오랫동안 다자주의 체제의 신봉자로서 GATT/WTO 체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정책을 병행하여 추구하는 새로
운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 전략을 주
도면밀히 분석한 후 APEC 차원에서 보고르목표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주의화 경
향을 여하히 활용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PEC이 최근 수년간‘정체성 위기’,‘신뢰성 위기’로 대표되는 두 가지의 위기상
황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APEC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보고르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한 방안으로서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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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APEC이 채택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적 우선
순위와 각 단계에서 APEC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적 도전 및 활용가능한 기회요인들을 담고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 Sung-Hoon Park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APEC 08-02 / 68쪽

▒ The Next APEC Membership from Latin America:

A Contextual Approach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동아시아 경
제는 아직도 개척이 덜 된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아태지역의 수요
증가는 중남미국가들에 원자재, 중간재, 서비스 부문등 전례없는 생산과 수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이에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인 유럽 및 미국시장 편중으로부터 벗어나 아태지역으로의 무역구
조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APEC에는 멕시코, 칠레, 페루 등 3개국만 가입되어 있다. 2010년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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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라토리움이 연장된 신규가입 건과 관련, 중남미 국가중 콜롬비아는 그간 실무그룹 참여 등
적극적인 추가가입 노력을 펴왔으며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은 2008년 APEC 회의에 유일한 비회원
국 정상으로 초청받아 이 기회를 활용해 캐나다와 FTA, 중국과는 BIT에 서명하였다. 콜롬비아와

2008 연차보고서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규모는 최근 비약적으로 늘고는 있으나 아직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의 일부 주도국들이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경제정책 노선을 택하는 기류 속에서도 우리베 정부
는 지역통합과 개방경제라는 APEC의 두 대의명분에 합치되는 노력을 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러한 노력이 국내적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콜롬비아의 APEC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의 다른
나라들에도 정치적 및 경제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연구진 | Won-Ho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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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시리즈

▒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개발협력의 근거, 동향 및 범위를
발협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1973~2005년 동안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for trade)에 대한
역사와 패턴을 살펴보고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의 방향을 제시한다.
동북아연구시리즈 08-01 / 44쪽

▒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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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 Kye Woo Le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KIEP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국간, 역내간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며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개

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단일 외환시장 개입(unilateral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의 비용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화폐 및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환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며, 조절하고자 하여도 외환시장 개입은 큰 손해를 불러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와 같
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환율을 미국
달러와 맞추어 변동시키는 단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적 대응의 전제조건은 아직
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 및 금융 정책의 조화와 경제 수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활
발한 정책 대화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연구진 | Woosik Moo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동북아연구시리즈 08-02 / 46쪽

             Yeongseop Rhee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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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ed to Fail? The History of the Yen Bloc Before the Second World

War
엔(yen) 블록의 형성은 동아시아 경제 및 금융 통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아시아의 경제
분열을 야기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일본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더 나아가, 일
본에서 지리적으로 더 멀리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일수록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를 더 발행해야 했
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또한 일본과 타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갔다.
이는 일본 엔(yen)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실패를 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공
영 지역(Co-prosperity Area)은 지역 우세(regional dominance)의 전략으로만 그쳤을 뿐, 지역 협
력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엔 블록의 실패는 아직까지도 동아시아 국가들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그 타격이 매우 컸으며, 일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고 현재 동아시아의 화폐 및 금융 협
력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선도국가들은 지역 화폐 시스템의 유지를 위
하여 지역 단결에 대한 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 연구진 | Woosik Moo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동북아연구시리즈 08-03 /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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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Plus Thre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2008 연차보고서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ASEAN+3 국가들의 무역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무역의 역내 제도화 필요
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역내 산업간 무역 비중과 ASEAN+3 체제 내 무역의 상호의존도가
고조되고 있으나, 최종 수요는 동아시아 외 지역에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역내 자유무역
협정이 적절한 정책적 접근이라 하겠다. 특히 지역경제통합 과정을 시장 중심에서 제도지향적으로
전환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의존을 증가시키면 세계 무역구조에서 동
아시아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ASEAN 및 한국, 중국,
일본이 지역경제의 최종시장으로서 동아시아의 내생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연구진 | Bui Truong Giang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IWEP- Vietnam)
동북아연구시리즈 08-04 /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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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센터 연구
시리즈

▒ Prospects for European Foreign Policy
리스본 조약에 대한 2005년 네덜란드와 프랑스, 2008년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부결은 유럽연합
(EU)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투표 부결의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유럽에 닥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EU 차원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나 중동에서의 문제, 다시 부상 중
인 러시아, 중국의 발흥, 테러와의 전쟁, 핵확산, 에너지 안보나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도
전을 놓고 볼 때, 유럽의 통일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및 ESDP를 평가하고 EU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 내/외부와의 상호작용을 고찰한다. EU
외교정책의 형성은 리스본 조약하의 혁신적인 발전과 더불어 논의된다. 또한 에너지를 EU 대외정
마지막으로 유럽 외교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연구진 | Fraser Cameron EU-Russia Centre

연구자료 08-13 /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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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주요 요소로 보고, 무역 패러다임이 외교정책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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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및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발달과정을 다루고 있다. CFSP

▒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
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통합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회원국들의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를 알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지역정책을 검토하였다. EU의 지역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제
통합을 위한 수렴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공동정책이다. 경제적 격차를 가진 다
양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지역간 격차가 회원국들의 결속력과 유럽통합의 확대를 저
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EU 차원의 지역정책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EU의 지역정책은 기본
적으로 결속정책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는 EU의 지역정책이 확대될수록 회원국 중앙정부
의 자국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U 지역정책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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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회원국의 지방분권 확대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경직적인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
어야 한다. 또한 향후 동북아 차원의 통합력 제고를 위해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속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연구진 |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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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일련의 ‘통
합피로증’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문화’
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유럽 문화정책의 목적, 수단,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
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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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관련된 시사점과 동아시아가 문화수도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만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연구자료 08-15 /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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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원 고려대학교 EU연구센터 박사
              김장호 고려대학교 EU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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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Proceedings

세미나자료모음집

▒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본서는 동아시아 환율체제 연구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11월 개최된 국제세미나 논문 모음
집이다. 동아시아는 아직 거대한 통화권을 형성한 경험이 없어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장단점과 개
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국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
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논문 발표자료들을 담고 있다.
land), Vincent Reinhart(AEI), Charles F. Kramer(IMF), Alice Ouyang(SUFE), Ramkishen
S. Rajan(George Mason University), Jung Sik Kim(Yonsei University), Woosik Moon(SNU),
Yeongseop Rhee(Sookmyung University), Tomas D. Willett(Claremont Graduate Univer-

123
2008년 주요 연구

연구자로는 Eswar Prasad(Cornell University), Carmen M. Reinhart(University of Mary-

KIEP

동아시아 지역환율체제의 다양한 대안 가운데 한국에 유리한 방안 혹은 협력방식이 있을 경우 이를

sity) Deok Ryong Yoon(KIEP)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Comment는
Edwin M. Truman(Peterson Institute), Shaghil Ahmed(Federal Reserve Board), Masahiro
Kawai(ADBI), Richard N. Cooper(Harvard University), C. Randall Henning(American University and Peterson Institute) 등이 참여하였다.
▶ 연구진 | Edited by Kyung Tae Lee and Ramkishen Rajan

CP 08-01 / 194쪽

▒ 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사상 최대 도전이었다.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후 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한 전화기를 겪었다. 위기 대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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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도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은 금융₩기업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하
였다. 한국은 전반적인 경제 개혁과, 본질적인 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관련 법 체제의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가에게도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본서는 한국 외
환위가 발생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 한국경제의 방향을 논의하고
자 2007년 9월 IMF와 KIEP이 공동 개최한 국제세미나의 발표 논문 모음집이다.
주요 연구자로는 Michael P. Dooley(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Charles Wyplosz(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Yung Chul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
KIEP), Joon-Ho Hahm(Yonsei University), Stijn Claessens(IMF), Dong Soo Kang(Korea Development Institute), Tarhan Feyzioglu(IMF), Michael Skaarup(IMF), Murtaza Syed(IMF),
Meral Karasulu(IMF), Jerald Schiff(IMF), Hak K. Pyo(Seoul National University), Dae Il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Hyun Sohn(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ngshik
Lee(Inha University), Changyong Rhee(Seoul National University), Doo Yong Yang(KIEP),
Noh-Sun Kwark(Sogang University) 등이 참여하였다.
▶ 연구진 | Edited by Meral Karasulu and Doo Yong Yang

CP 08-02 /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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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and Korea in the World Economy: Common Opportun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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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Ten Year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es
리다오퀘이 칭화대학 교수는 제1장에서 중국이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협력하여 현행 세계금융질서를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신흥국가 중에
서 중국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중국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의 하나는 중국이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2020년경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가가 될 것인가이다. 제2장에서 서울대 정영록 교수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중국 특색적인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 왕조의 수명에 관한 순환사이클과 거대한 국가규모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 두 가지 요인에 대한 독창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는 중국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보다는 더 오랫동안 현행의 고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이러니하게 중국에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
다고 중국의 국부펀드를 관리하는 중앙회진공사의 부사장인 씨에핑 박사는 주장하였다. 과거 중국
인민은행 연구부장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금융경제학자인 씨에핑 박사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
요한 4개부문의 금융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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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 상하이의 푸단대학 장준 교수는 중국의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중
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 방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북경정부는 국내 100개 정도의 중
점육성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하에 중점대학은 해외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교원인력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유명대학들의 경제학, 경영학 전
공분야는 대부분 서방국가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번역서 또는 원서로 직접 학부 혹은 대학원과정
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고등교육의 개혁은 시장지향적이라 할 수 있고, 향
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 송유철 교수는 한₩중 양국 무역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의 고
속성장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무역량도 급격히 성장세를 보였다. 무역량 급증 이외에도 무역구조 역
시 급격한 변화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양국은 서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에 향후 협력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6장에서 칭화대학교의 니웨이더우 교수는 에너지 이슈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문제가 세
계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중국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은 바로 석탄가스화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국내에서 있는데 칭화대학교의 천
타오타오 교수는 제7장에서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유
외직접투자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책기조는 점진적인 개방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추가적인 개방확
대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향후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국내기업과 진출외국
기업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보다 중점이 주어질 것이며, 특히 기술이전 및 지식공유 등에 대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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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현황을 먼저 기술한 이후 중국의 향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의 해

KIEP

를 통한 병합발전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8장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준규 박사는 한₩미 FTA의 동기, 협상과정,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한₩미 FTA가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는 아마도 이 지역에서 도미노적으로 무역 및 법제도 측면에서 자유화 흐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낙
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결은 이 지역 국가들에 도전이면서 기회로 작용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제9장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양두용 박사는 동북아지역에서 금융부문의 통합 움직임이 지체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과연 어떤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다소 초보적인
수준의 계량분석에 의존하였지만 지역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결
론짓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즉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간 금융통합을 원한다면
지역 채권시장을 양성하여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금융통합에 대한 현실경제의 분석자로서 한국투자증권의 조홍래 리서치 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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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미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및 일본 삼국은 공통적으로 실물경제
와 금융경제의 발전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는 세 나라 모두의 지속
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순차적인 접근을 제시하였다. 즉 처음
에는 동북아에서 무역 등 실물경제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각
국별로 금융부문의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고 이 부문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후에 아
시아통화기금, 아시아채권시장 등 역내 금융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다음 순
서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연구진 | Edited by David Daokui Li and Youngrok 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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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이 책은 저자가 여러 국내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현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
책연구원)과 국제기관(아시아개발은행, UN공업개발기구, UN개발계획)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발표한 논문들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컨설턴트(consultant)로 활동하면서 발표한 글들을 모은 것이
다. 필자는 연구활동 외에도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여러 기관, 예컨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책자문활동을 함으로써 실제 정책
의 입안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남미 지역 개발도상국가의 경
제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수립에 자문활동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경
제개발전략이나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우리의 개발경
험을 전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도 이러한 목적에 다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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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책은 모두 23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지난 40년 동
안 우리나라의 개발전략과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를 다루
고 있다. 이와 함께 파라과이의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전략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로는 산업 및 무역정책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역 및 산업정책 전개과정, 자동차부품
산업의 발전과정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청관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업화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공업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공업화와 생산성의 변화
를 우리나라 수출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로 다루고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제조업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생산성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코스타리카
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과학기술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정
을 다루었으며, 여섯 번째는 예산제도개혁 등 재정정책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나
라의 자유화정책과 한₩미 무역관계를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제도적 원인과
정부의 정책대응을 분석하였다.
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성공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론 한 나라의 성공
사례가 그대로 다른 나라에 이식될 수 없기에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은 한계가 있겠으나, 이에 대한

▶ 연구진 | Chuk Ky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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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연구와 검토가 후발개도국에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은 분명하다.

KIEP

이와 같이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발전략과 정책 및 그 특징을 주요 부문별로 깊이 있게 분석함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
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본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
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러한 분석과 전
망을 토대로 극동지역과의 올바른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18~19일 양일
간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책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과 토론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 연구진 | 정여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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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유럽경제사
이 책은 미국 UCLA 사학과 경제사 담당 교수인 이반 버렌드(Ivan T. Berend)의 An Economic

History of Twentieth-century Europe: Economic Regimes from Laissez-faire to Globalization(20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을 완역한 것이다.『위기의 시대』(Decades
of Crisis, 1998)와『탈선한 역사』(History Derailed, 2003)의 저자이기도 한 버렌드는 이 책을 통
해 20세기 유럽경제의 연대기적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헝가리 출신 미국
대학 교수이자 유럽경제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 20여 년간에 걸친 유럽경제사 연구를 총정리한 결
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진 | 이반 버렌드 지음, 이헌대ㆍ김흥종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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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목록

KIEP

130
2008 연차보고서

08-0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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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협, 이인구, 김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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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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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태국 신정부 출범과 경제적 시사점

이재호

08-02

2007년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시사점

이형근

08-03

미국의 대(對)아프리카 정책 강화 동향 및 향후 전망

박영호, 허윤선

08-04

소시에테 제네랄 금융사건과 프랑스의 보수적 M&A 정책

오태현, 오승환

08-05

글로벌 달러 약세, 중동지역 물가 급등 부채질

박철형

08-06

중국 지방간부 평가의 환경조항 추가와 시사점

이장규, 배승빈

08-07

대만의 차기 총통 당선: 중국ㆍ대만 경제관계 전망과 시사점

박현정

08-08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현황 및 특징

방호경, 노유연

08-09

최근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배경과 전망

권기수

08-10

유럽의회 50년의 평가와 전망

이현진

08-11

동남아 쌀 가격 폭등의 원인 및 전망

이재호

08-12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와 향후 전망

배희연

08-13

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정성춘, 배승빈

08-14

베트남 경제 위기설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정재완

08-15

페루경제의 성장세와 향후 전망

박수완, 이준규

08-16

미얀마 신헌법 채택과 향후 정국 전망

정재완, 권율

08-17

유럽 주택경기 하락의 파급효과 및 전망

오태현

08-18

2008년 아프리카 주요 선거일정과 경제성장 전망

허윤선

08-19

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부결과 전망

오태현, 이현진

08-20

러시아 경기과열 우려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황지영

08-21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도입과 유로존의 확대

오태현

08-22

중국 에너지 가격 인상의 배경과 전망

박현정

08-23

아르헨티나 국가채무 디폴트 가능성 분석과 전망

권기수

08-24

FTA가 태국 자동차 수출 확대에 미친 영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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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허윤선

08-26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동향 및 시사점

이준규, 고희채

08-27

중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전망

박현정

08-28

일본정부의 경기후퇴에 대응한 정책방향 전망

김은지

08-29

미국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대응과 전망

김균태, 오태현

08-30

미국발 금융위기의 동남아 증시에 대한 영향과 전망

이재호, 백유진

08-31

미국 금융위기 악화로 인한 중동 주식시장 급락과 평가

박철형

08-32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은지, 정성춘

08-33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양평섭, 나수엽

08-34

일본의 원조기관 일원화 및 개혁조치

권율, 박수경

08-35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전자무역 구축현황 및 협력방안

정형곤, 노유연

08-36

중국 17기 3중전회 경제정책 관련 주요 내용

여지나

08-37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원인 및 전망

김균태, 오태현

08-38

헝가리 금융위기와 파급 가능성

이철원, 오태현

08-39

중동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평가

박철형

08-40

한ㆍ러 가스공급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와 과제

주진홍, 정여천

08-41

인도의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최윤정

08-42

중ㆍ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여지나

08-43

WTO,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원인과 영향

서진교

08-44

뉴질랜드 신정부 출범과 경제정책

백유진

08-45

우크라이나 금융위기 현황과 향후 경제 전망

황지영

KIEP-AnnualReport������-1-2���.i133 133

133
2008년 주요 연구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중간평가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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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연구방향

 Sub-prime 위기에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 및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달러화의 수급불안과 달러화 기축시스템의 동요, 오
일 및 원자재 가격의 급 변동, 국제금융질서의 재편 움직임등과 같이 급격
히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며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국내금융시장에 초래
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을 제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및 무역의 성장세 둔화와 자국 산업중
심의 경기부양책 확산 전망에 따라 WTO/DDA 등 다자간무역협상, FTA 등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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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유무역협정, APEC 역내 경제협력 및 무역자유화 등에 대한 움직임
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환경
아래서 한국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FDI /ODI 증진방안 연구 등 다자 및 양

2008 연차보고서

자₩지역 차원에서 무역 및 통상, 투자환경의 구조 및 질서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장₩단기 전략적 정책대응 방향 및 중점 추진정책을 제시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양자간 경제협력 현안을
분석하고 증진방안을 연구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경제협력 환경 변화를
파악·분석함. 특히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진출전략 수립 연구에 주력하며,
전 세계의 FTA 여건 분석, 지역연구와 연계한 개발협력 연구를 강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국간 경제통합의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고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동북아지역개발을 위
한 다자협력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010년 OECD/DAC 가입을 대비해 원
조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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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중점연구과제

•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방향
•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전망 및 활용방안-통신판매 유통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사업서비스 발전방안 :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국내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 APEC FTAAP 추진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과제

137

•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대한 연구
•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구상
• 미국,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2009년 연구계획

기초연구과제 및
현안연구과제

•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 경험전수 방안 연구
• 한₩중₩일 서비스 산업의 무역구조와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분석
• 중국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연구
• 한₩EU FTA 영향분석과 대EU 통상정책 방향(계속과제)
•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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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브프라임 위기(Sub prime mortgage crisis)란 2006년 말부터 급속히 진행된 미국의 비우량주택 담
보대출 부실화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투자손실을 기록하면서 전세계적 신용
경색과 유동성 위기, 그리고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진 금융위기를 의미함.
• 서브프라임 위기가 금융부문은 물론 전세계적 실물경기 둔화로 파급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주택가
격 하락에 따른 연체율 급증이 모기지 시장의 과도한 증권화(securitization)와 결합하여 복합적이고 광
범위한 국제적 신용경색을 유발하였기 때문임.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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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제거시경제에 미친 영
향과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모형 구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함.
•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

2008 연차보고서

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자본시장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서브프라임 위기의 배경
2. 서브프라임 위기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금융부문
3. 서브프라임 위기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실물부문
4. 서브프라임 위기가 한국에 미친 영향
5. 각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및 규제 변화
6. 한국에 적합한 자본시장 발전방향

 기대효과
국내의 위기관리 및 자본시장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연구책임자 |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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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방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현재까지 추진한 FTA 정책을 재평가하고, 향후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특히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자원확보의 필요성 등 향후 다변화된 환경 속에
서 FTA의 역할과 기대효과, 그리고 WTO 중심의 다자체제를 감안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
여 어떠한 국내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한국의 FTA 정책 추진의 기대효과에 비추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함.
특히 FTA 협상이 국내경제의 구조조정 추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FTA 효과의 극
구조 조정의 촉진, FTA 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이해집단에 대한 설득 및 조정방안 등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택해야 하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이 추진해온 FTA 정책을 평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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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KIEP

대화를 위해 향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함. 아울러 산업

-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기로 통상정책을 전환한 배경과 기대효과 분석
- 주요국과의 FTA 체결 이후 무역구조조정 지원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등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평가
• 주요국의 산업별 상품분야 양허안을 분석하고 FTA 협상과 연계하여 국내산업 및 무역구조조정을 어떻
게 추진하였는가를 정량 분석
- 특히 주요국의 상품양허를 관세철폐 시기별(즉시철폐, 5년 이내, 5〜10년, 10년 이상, 예외 및 유보)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국의 FTA 상품양허안이 국내산업 및 경제구조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
었는가를 분석
- 주요국의 산업, 관세, 무역구조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은 대외협상을 국내 무역 및 산업
구조와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FTA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산업 및 경제구조 조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미국, EU, 일본, 칠레 등 주요국의 FTA 추진과정 및 국내보완대책 등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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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및 FTA 성과에 대한 기존 문헌의 내용을 비교 분석
- 주요국이 FTA 체결을 전후하여 추진한 국내보완대책에 대해 검토하고, 국별 특징 및 국내보완대책
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
• FTA 국내보완대책 제시
- 한국 및 주요국이 협상전략을 산업 및 경제구조 조정과 어떻게 연계하였는지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
를 토대로 FTA를 국내 산업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제시
- 한국 및 주요국이 FTA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내이해집단의 설득 및 이해조정을 위해 취한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FTA 보완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한국 및 주요국이 택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FTA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나
타날 수 있는 국내의 FTA에 대한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기대효과
• 향후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핵심자료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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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선임연구위원

2008 연차보고서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전망 및
활용방안: 통신판매 유통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국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목표에 맞추어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발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유통업은 도·소매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한 2004년 이후 해외 유명 대형 유통기업들의 중
국 진출이 본격화된 후 더욱 발전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판매, TV 및 온라인 홈쇼핑, 우편판매 등‘통신판매’의 발전이 가속화되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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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부진의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
국 내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유통망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신판매의 경우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기업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
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중에서도 통신판매 분야에 대한 현황, 제도 및 발전전망에 대
한 분석을 통해 통신판매 업체의 진출 확대 및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중국 유통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 온라인 유통, TV 및 온라인 홈쇼핑, 우편판매 시장의 현황
• 중국의 통신판매 유통 관련 제도 및 정책
- 제조업체 및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서비스 수요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 또는 방문 조사
• 업종별 현황, 제도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신판매 서비스 분야에서 진출이 가능한 분야 및 유통경
로로서의 활용방안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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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및 경영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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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통신판매 시장 현황 및 발전 전망

- 정책적 지원방안 등 정책제언 도출

 기대효과
• 통신판매 서비스분야의 현황 및 제도 환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통신판매업체 및 제조업체가 진
출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는 것은 대중국 수출 부진 및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임.
• 통신판매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상황을 반영한 연구로서 정책적으로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 연구책임자 | 이승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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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 추이에 힘입어 21세기 초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수의 FTA가 추진 중에 있
음.
- 특히 싱가포르가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고 있으며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도 FTA
추세에 동참해 비교적 단기간 내 상당수의 FTA를 체결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FTA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유럽경제공동체(EEC)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형성되었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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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감안할 때, 세계 주요 경제지역 중 동아시아에서만 지역차원의 무역협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미 2001년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이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제안한 바 있
으며 이어 2002년에도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에서 이를 중장기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

2008 연차보고서

- 그리고 최근 ASEAN+3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동아시아 FTA에 관한 연구가 ASEAN+3국 연
구진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음(제1차 공동연구가 2004년 말부터 2006년 여름까지 수행되었고
제2차 연구는 2007년 5월부터 진행 중임).
• 더욱이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교역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교역 및 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 무역 및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FTA의 장애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
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공동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문을 보완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특징
- 기능적 경제통합의 특징: 역내 무역의존도 및 무역구조, 역내 투자의 흐름 및 생산네트워크
- 제도적 경제통합의 특징: ASEAN+1 FTAs 타결, 다수의 양자간 FTA, 한₩중₩일 3국간 FTA의 결여
•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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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무역의 활성화(단일원산지규정의 도입을 통한 실질적 편익 제고)
-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 증대 및 활성화
• 동아시아 FTA 형성의 장애요인
- 동아시아 FTA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ASEAN의 입장
· ASEAN+1 FTAs에 만족
· 추가적인 개방압력 부담
·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
· 동아시아 FTA의 추가적 득실에 대한 판단 어려움
 한₩중₩일의 입장
· 한₩중₩일 3국간 FTA의 부담(개방압력, 경제외적 요인)
· 추가적인 개방압력 및 행정 부담
·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경제외적 득실에 대한 판단 어려움
-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 부족
- 동아시아 FTA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분석 제시(대안과의 비교)
-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동아시아 FTA의 유형 및 구체적 추진방안

 기대효과
• 동아시아 지역내 개발격차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협력사업의 이행성과 및 주요국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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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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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

의 지원현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 과제 및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적 시사점 제공

▶ 연구책임자 | 이창재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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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점차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중심으
로 유입되던 해외자본은 점차 파생상품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본의 영향이
국내자본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은 특히 단기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유사시 환매후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 이에 대비한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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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특히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상 외
국자본의 움직임이 향후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사전적인 예측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2008 연차보고서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행됨.
- 첫째,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한국의 채권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동기와 그 이동행태, 그리고 종목별 선호와 주변시장
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
- 둘째, 해외자본이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의 파생상품시장 중에서 선물시장의 규
모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에 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외국자본의 동향과 투자주체, 투자방식,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셋째, 해외자본의 채권 및 파생상품시장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정책시사점 도출: 해외자본의 채권 및 파
생상품 시장 비중증가가 여러 가지 이득과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으므로 한국경제에 미칠 리스크를 최
소화하고 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상기 분석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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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1. 문제제기: 한국 채권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해외자본 유입 추세
2. 해외자본의 한국 채권시장 유입동기와 투자행태 분석
3. 해외자본의 한국 채권시장 투자와 경제적 영향
4. 해외자본의 한국 파생상품시장 유입동향과 투자행태 분석
5. 해외자본의 한국 파생상품시장 투자와 경제적 영향
6. 정책적 시사점

 기대효과
해외자본이 한국의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보이는 투자행태와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
거나 혹은 현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들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야
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KIEP

▶ 연구책임자 |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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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145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상품시장을 비롯하여 금융시장도 거의 완전하게 해외에 개방됨에 따라 한국경제는 해외로부터 발생한
충격에 더욱 더 많이 노출됨.
- 최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로부터의 충격은 주로 무역, 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을 통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자본의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기침체 등 그 원천 및 전파
경로가 다양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도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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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내 경제가 이러한 해외 충격에 대응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macroeconomic stability)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천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파경로 및 개별 충격이 미치는 영향의 크
기 등을 파악해야 함.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함.
• 본 연구는 최신 거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및 이에 대한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찾아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우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해외 충격의 종류(the types of external shock)를 구분하고, 각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전파경로 및 크기를 측정함.
• 성장 및 물가, 경상수지, 환율의 안정 등 국내 거시경제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ㆍ금융정책의 조합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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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의 단기 및 장기 효과를 분석함.
• 이러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계량 모형을 비롯하여 2008년 완성된 KIEP-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그
효과의 크기를 측정함.

2008 연차보고서

 기대효과
• 해외충격의 원천 및 그 효과의 크기, 전파경로 등을 파악함으로써 충격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정부 정책 조합의 유효성(effectiveness)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최적의 정부 정책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2008년 완성된 KIEP-거시계량모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KIEP의 분석역량을 높이고, 동 모형의 원내
이용가능성을 제고함.

▶ 연구책임자 | 이인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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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DDA 타결이 한국 및 세계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협상 타결 결과의 효
율적 이행은 물론 국내 대응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매우 긴요함.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세계로의 확산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 및 무역의 침체로 주요국들이 국내경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인 DDA에 대한 주요
국의 관심이 약해지고 있으나 2009년 말 DDA 타결은 어렵다고 해도 2010년 타결 가능성은 충분함.
• 2010년 말 DDA가 타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2009년 말을 목표로 그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여 선제적으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기존의 정태 CGE모형보다는 시간 개념을 포함한 동태 CGE모형에 의한 효과분석에 중점
- 특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DDA협상의 주요 시장개방 요소들을 모형에 반영하는 방안
들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검토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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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양 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비교ㆍ검토함.

KIEP

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정책수립에 긴요함; DDA 타결이 한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칠 경제적 파급

 주요 연구내용
• DDA 세부원칙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시장개방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DDA 논의사항을 정리평가
- 향후 타결방향 전망 및 평가
• DDA 협상의 주요 시장개방요인의 내용 분석
- 농업, NAMA, 서비스 분야의 주요 시장개방 요소 분석
- 관세감축방식, 개도국우대, 민감/특별품목(농업), 분야별 자유화(NAMA)
- 서비스양허안의 계량화 방안
• DDA 타결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정태 CGE 분석
-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군)별 GDP, 후생, 교역, 산업생산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GDP 및 후생, 고용, 산업별 생산변동, 교역

KIEP-�����������������3-4���0909147 147

2009.9.9 8:15:29 PM

• DDA 타결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동태 CGE 분석
- 동태분석을 위한 baseline의 구축
-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군)별 GDP, 후생, 교역, 산업생산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GDP 및 후생, 고용, 산업별 생산변동, 교역
- 국내외 주요 기존 연구와의 비교 검토

 기대효과
• DDA 타결 결과에 따른 파급영향 핵심 자료
• DDA 타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대국민 설명 및 홍보자료로 활용
•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하에서 협상결과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책수립시 기초자료
▶ 연구책임자 | 서진교 연구조정실장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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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FTAAP 추진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지난 2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동시에 포괄하는 정부간 경체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APEC은 1989년 11월 각료회의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태동된 이후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된 1993년
까지 회원국의 확대, 회의체의 신설 및 각종 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
• 1989년 APEC 창설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APEC
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APEC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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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망되고 있음.
- DDA 타결 전망의 불투명, 역₩내외 지역통합 움직임 가속화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
응하여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협의체인 APEC의 정체성과 추진력을 회복
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전략 발굴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왔음.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는 2004년 재2차 ABAC 회의에서 보
고르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이하 FTAAP) 창설을 최초로 제안.
• 2006년 APEC 정상들은 고위관리들에게 장기적인 전망으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2007년 호주 정상회의에서 보고하도
록 지시함.
- 2006년 정상선언문에 FTAAP를 포함한 역내 통합 촉진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보고서 작
성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보고르 목표 추진달성이라는 APEC 자유화 추진의 구심점에서 벗
어나지 않는 틀 안에서 장기적 차원의 FTAAP 추진 가능성 타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상들 간
에 형성되었음을 의미함.
장국인 호주는 자유무역정책 확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
다 등과 함께 관련 논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여 2007년 정상회의 보고를 위한 기초
▶2
007년 정상회의에서는 각료들로부터지역경제통합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환영하고 승인하
였으며,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기적인 목표로 FTAAP를 포함한 지역간 경제
통합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149
2009년 연구계획

자료인“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을 주도하였음.

KIEP

- APEC 정상들이 FTAAP를 포함한 지역통합 강화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07년 APEC 의

• 2007년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FTAAP의 범위와 목표 수준, 이행단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
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FTAAP를 장기적인 전망으로서 그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 지역경제통합 보고서상의 agreed actions를 3개 category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하나인 2008년
도 주요 성과사업에는 총 12개의 개별 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주요 선도국 그룹을 두어 이행조
치를 추진 및 점검하기로 하였음.
- 특히‘FTAAP 관련 기존 연구 분석 검토’의 사업에서 한국은 선도국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2008년
SOM3에서 회원국들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음(김상겸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는 2008년 기존 연구들을 분석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FTAAP 추진을 위한 시나리오 즉, 통합
방법, scope, coverage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
되, 단순히 거시적인 효과(macro effect)뿐 아니라 국별₩분야별(country, sector specific) 효과 추정을
포함시켜 보고자 함. 그리고 이러한 APEC FTAAP 추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른 우리의 과제
및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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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FTAAP 추진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통합방법, scope, coverage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함.
- 2008년 SOM3에서 이미 한국(KIEP)은 APEC 차원의 가능한 FTAAP 추진 방안에 대하여 크게 몇 가
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그밖에도 통합방법, scope, coverage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함.
•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 단순히 거시적인 효과(macro effect)뿐 아니라 국별₩분
야별(country, sector specific) 효과 추정을 포함시켜 봄.
• 경제적 효과의 추정 결과에 따른 우리의 과제 및 정책을 발굴함.

 기대효과
• FTAAP 추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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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효과의 추정 결과에 따른 우리의 과제 및 정책을 제시하여 FTAAP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책 마련에 기초자료 제공

2008 연차보고서

▶ 연구책임자 | 김상겸 무역투자정책실 APEC팀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DDA, FTA 서비스 협상에서의 서비스시장 개방논의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과 연계되
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양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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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식기반서비스, 특히 사업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음.
- 김주훈 외(2007)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사업서비스의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의 증가율 또한 낮음.
- 사업서비스의 낮은 생산성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의 핵심이며, 사업서비스의 생산성 제고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되
어야 함.
- 사업서비스는 대부분 창업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없어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용이할 뿐 아니라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질의 고용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사업서비스 육성은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업서비스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IT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사업서비스의 글로벌화
- 사업서비스의 글로벌화 요인
- OECD 국가 등의 사업서비스 발전과 현황
• 사업서비스의 발전요인 분석: 미국, 영국, 인도, 중국
• 한국 사업서비스
- 시장 현황 및 개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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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논의

KIEP

- 사업서비스의 글로벌화 현황

- 한국 사업서비스의 경쟁력
- 한국 사업서비스의 문제점 진단
• 정책 제언

 기대효과
• 사업서비스 시장개방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경쟁력 향상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서비스 협상
에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서 정부가 이해집단을 적극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를 제공함.
▶ 연구책임자 | 송영관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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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세계무역의 큰 흐름은 상품교역에서 서비스교역으로 바뀌고 있는 등 서비스교역 활성화의 중요
성이 강화됨.
• OECD를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장벽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계량화된 서비스 교역장벽이 향
후 통상협상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은 미국, EU,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국내 서비스 교역장
벽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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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Bank의 2006년 기준 사업환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은 OECD 국가 중 17위
(세계 175개국 중 23위)이나 시장진입 측면만 보면 OECD 회원국(29개국) 가운데 28위(세계 175개국
중 116위)를 기록해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8 연차보고서

- 국내에서 서비스 교역장벽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연구는 세계시장에서 서비스교역의 흐름과 장벽을 살펴보고 서비스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OECD에서 사용하는 PMR 및 World Bank 자료 외에 DDA 수정 양허안을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주요 연구내용
• 서비스교역의 동향에 대해 파악함.
- 서비스무역 형태의 국제비교분석을 통해서 최근 서비스교역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함.
- 주요국(OECD 국가)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미국, 영국 등 서비스 중심국가 및 독일, 일본 등 제조업 중
심국가 등을 그룹지어서 비교 분석함.
- 추가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서비스교역 흐름에 대해서 분석함. 특히, 개발도상국가 내 서비스교역
및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서비스교역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함.
- 마지막으로, 한국의 서비스교역 동향에 대해서 분석함. 특히 지난 5년간 서비스교역의 변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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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대해서 기존 연구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함.
• 서비스 교역장벽 현황 및 교역제한지수를 도출함.
- 기존 OECD, World Bank 등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국(OECD) 국가들의 교역장벽에
대해 파악함.
- OECD 사무국에서 이용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OECD 내 연구
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임.
- 이 외에 WTO/DDA 수정양허안에 나타난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에 대한 평가작업도 이루어짐.
- 서비스 교역장벽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 세부 교역장벽을 계량화하여 서비스 교역제한지수를 도출하는 Bottom-up 방식 및 계량모형을 바탕으
로 추정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서비스 교역제한지수를 도출하는 Top-down 방식을 이용할 예정임.
- OECD 사무국에서 이용하는 자료들 이외에도 WTO/DDA 수정양허안을 이용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 교역장벽에 대해서도 서비스교역제한지수 도출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WTO/DDA 수정양허안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교역제한지수를 도출하여 향후 WTO 차원
의 통상협상에서 서비스 교역제한지수가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WTO/DDA 수정양허안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교역제한지수를 도출하여 향후 WTO 차원의 통상협상
에서 서비스 교역제한지수가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이 선택해야 하는 방향 제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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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서비스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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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교역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대안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행해짐.
• 국내외 서비스 교역장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OECD에서 논의되는 서비스교역제한지수의 논의
에 동참하여 향후 예상되는 통상이슈에 대비할 수 있음.
- 특히 WTO/DDA 양허안을 활용함으로써 통상 협상 적용 가능성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OECD 연
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교역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 성한경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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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국내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
- 과거 36년간(ʼ62~ʼ97) 246억 달러를 유치한 데 비해,ʼ98년 이후 이전의 약 4배 수준인 1,126억 달
러 유치(누계, 신고기준)
- 외국인투자를 통해 외환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도기술 확보, 해외네트워크 확충 등 우리 기
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
- 외투기업 수가 확대(ʼ97년 3,500개→ʼ07년 1만 4,400개)되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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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증대
▶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중 비중(06 잠정, 제조업 %): 매출 13.8, 고용 8.0, 수출 16.3
• 최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는 답보국면인 반면, 횟수는 증가하고 있어 투자 유입력이 약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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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
- ʼ03년을 저점으로 전세계 FDI는 증가추세(ʼ04년 7,000억 달러 →ʼ06년 1조 3,000억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 FDI는 감소 추세(ʼ04년 128억 달러 →ʼ07년 105억 달러)
- 특히 최근 들어 기투자 기업의 투자지분 회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투자 순유입 규모가 감소(ʼ06년
35.9억 달러 →ʼ07년 15.8억 달러)
▶ 주요 회수사례(ʼ07년): LG필립스LCD(21.9억 달러), 외환은행(11.2억 달러)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
- 선진국, 경쟁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자국경제의 주요 성장축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외국
인직접투자 비중은 낮은 상태
▶ FDI 누계/GDP(UNCTAD; %): 세계 24.8 / 싱가포르 159.0, EU 38.0, 미국 13.5, 중국 11.1, 한국 8.0
-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성장 및 고용기반에 대
한 위축 우려
▶ A 해외직접투자(억 달러):(ʼ99) 46 → ʼ03)
(
59 → ʼ06)
(
185 → ʼ07)
(
276
▶ B 외국인투자(억 달러) : ʼ99)155
(
→ ʼ03)
(
65 → ʼ06)
(
112 → ʼ07)
(
105
A - B : △109 → △6 → 73 → 171
• 외국인직접투자에 불리한 경영₩생활 환경이 투자 확대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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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가, 세율, 각종 규제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
- 과격한 노사분규 및 일부 반외자 정서는 우리 시장의 대외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대
한 대응도 미흡
▶ 투자확대 선결과제(ʼ07 조사): 국민의식 국제화(38.7%), 건전 노사관계 정착(38.3%), 시장개방 확대
(35.2%), 조세부담 완화(13.8%)
• 이처럼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이 투자확대의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환경을 면밀
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분석하고,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영₩생활환경을 정성적으로 분석
-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방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각종 규제나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도
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 FDI 현황
•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상의 문제점
- 관련 규제상의 문제점
- 투자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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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FDI 유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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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외국인직접투자 촉진방안
- 관련 규제 개선방안
- 투자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기대효과
•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정책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책임자 |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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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을 모색해야 함. 일본은 향후
일본경제 성장의 원천의 하나로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탄소저감기술 및 제품 등 저탄소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시하고 있음.
• 한편 UN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국제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
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일본은 교토의정서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책을 새로운 성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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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려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
고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일본정부는 아베 전 총리의“Cool Earth 50”,후쿠다 전총리의“후쿠다 비전”등을 발표하면서 일본

2008 연차보고서

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천명하였음.
- 또한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저탄소형 기술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저탄소사회 구축 및 이를 통한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저탄소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동향 및 일본 국내의 정책적 배경에 대해 고찰함.
• 일본정부의 저탄소사회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고찰함.
- 일본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탄소사회 비전을 잇달아 발표해 왔는데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저탄소
사회란 무엇이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함.
- 일본정부는 저탄소사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정책의 추진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 고찰함.
• 일본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에 대한 대책과 주요 사례를 고찰함.
• 일본의 저탄소 관련 대표적 산업의 사례를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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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일본정부의 저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육성
에 시사점을 제공함.
▶ 연구책임자 |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구상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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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의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기존의‘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서‘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

2009년 연구계획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수교(1990년) 이후 한·러 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 왔
는바, 최근 수년 사이에는 교역 및 투자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자원개발, 교통·물류, 항공·우
주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
연구도 본격화될 예정임.
•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두 나라간 경제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
에 상응하는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러 수교 20주년
(2010년)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도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요 연구내용
• 한·러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형성·발전과 지향점 분석
• 한·러 경제협력의 현황, 성과와 문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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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경제협력의 전략적 중요성 및 방향 제시
• 한·러 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방안 및 정책제안

 기대효과
•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및 대러시아 투자진출 확대
• 대러시아 자원외교 및 한러 교통·물류 협력 활성화
• 한·러 FTA 대책 마련
▶ 연구책임자 | 정여천 부원장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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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2008 연차보고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북미 국가(미국, 캐나다)의 녹색성장전략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그린 뉴딜’을 적극 추
진할 것을 강조함.
-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규제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과 에탄올 등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어
녹생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그린카 전략’을 내놓고 오는 2011년부터 생산되
는 모델을 시작으로 종전보다 40% 이상 높은 연비를 요구하고 있음.
• 캐나다도 200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함.
- 캐나다 정부는 녹색경제 추진을 위해 균형(Balance), 경쟁(Competition), 협력(Partnership), 혁신(Innovation), 비용절감(Cost-effectiveness) 원칙하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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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녹색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녹색성장에 대한 전략을 살펴
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적 추이 및 배경에 대해서 살펴봄.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현재의 경기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게 됨.
- 또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제협상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봄.
• 미국과 캐나다의 녹색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을 분석
- 미국과 캐나다의 녹색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두 나라의 녹색산업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 기업들이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파
• 미국과 캐나다의 녹색성장전략 특징 분석
- 오바마 행정부의 녹색성장전략 특징 고찰
비전제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특징 파악
- 캐나다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분석
- 온실가스 감소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경쟁력 있는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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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가에너지정책, 글로벌 기후변화정책, 수소연료지원정책, 에너지정책법, 선진에너지정책, 2017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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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특징 파악
-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봄
• 미국과 캐나다 녹색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고용, 생산, GDP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분균형분석 또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
- 부분균형분석(VAR 모델 포함)을 통하여 특정 녹색산업 분야의 고용 및 부가가치 등을 파악
- 일반균형분석에서는 녹색산업 부문의 관세인하에 따른 고용, GDP, 부가가치 증대효과 등을 파악

 기대효과
• 미국₩캐나다의 녹색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미국₩캐나다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
련 산업 육성에 시사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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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캐나다의 녹색산업별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
▶ 연구책임자 | 이준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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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남미 경제가 고성장세를 구가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투자진출시장
으로서 중남미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2008 연차보고서

- 최근 미국, EU, 일본 등의 서방 다국적기업들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기업들도“중남
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진출을 강화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 분야는 전기·전자, 섬유봉제, 자동차 등의 단순조립 생산에서 IT서비
스,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투자 목적도 종전의 단순 시장확보에서 R&D 투자나 글로벌시장 진출기지
확보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음.
• 최근 중남미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겨냥,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 진출도 2004년부터 가속화되
고 있음.
- 기존 LG나 삼성 이외에 POSCO, 현대자동차, 동국제강, CJ 등 대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두드러짐.
- 그러나 이같은 투자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및 실태,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분석하여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대
중남미 투자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중남미시장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 투자유망시장으로서 중남미시장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진출전략과 유형을 분석,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중남
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투자 지침을 제공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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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나 산업 이외에 신규 유망 투자대상국
및 투자분야를 발굴,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주요 분석대상국 및 산업선정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결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 분석 대상국 및 산업 선정
•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변화 및 FDI 유입 현황
- 소지역별, 주요국별 투자진출 환경의 특징 비교 분석
- 중남미 주요국의 FDI 유치 정책 비교 분석
- 최근 대중남미 FDI 유입 현황과 특징 분석
• 주요국의 대중남미 투자진출전략 및 시사점
- 주요국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개괄
- 중점 분석대상국 및 산업에 대한 주요의 진출 전략 분석
유형화하여 분석
• 계량분석을 통해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업의 경영성과 분석
- 또한 우리기업들의 이 국가들에 대한 투자결정요인 분석
• 설문조사와 현지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현지경영의 애로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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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우리나라의 주요 직접투자 대상국을 대상으로 진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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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의 투자진출을 내수시장확보형, 효율성추구형, 천연자원확보형, R&D 추구형 투자 등으로

-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투자동기, 경영성과, 경영실태, 각종 애로사항을 심층 분석
• 유망 투자대상국 및 투자분야 발굴
- 기존 투자대상국 이외에 새롭게 개척할 가치가 높은 유망 투자대상국을 발굴
-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비교우위와 최근 중남미지역에서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신규 유망투자분야 발굴
•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기대효과
•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 특히 향후 전개될 MERCOSUR, 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들과의 FTA 협상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중남미 투자진출을 희망하거나 투자 전환 및 확대를 모색하는 기업에 대해 정확한 기초정보 및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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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진출 좌표 제시
▶ 연구책임자 | 권기수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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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를 체결함에 있어 정부, 언론, 학계의 관심은 개방의 폭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빨리 관세 철폐 혹
은 인하가 이루어지는가에 주로 집중됨.

2008 연차보고서

• 물론 개방의 폭과 깊이가 FTA 체결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결된 FTA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도 FTA를 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 됨.
• 한국은 2008년 9월 현재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 회원국과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하였고 지난 2007년 6월 1일 상품부분 FTA가 발효됨.
• ASEAN은 선진국인 EFTA와 싱가포르, 또는 이미 많은 FTA 체결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칠레
와 달리 한국과의 양자간 FTA 이행을 위한 준비나 역량이 매우 부족한 국가임.
• 따라서 한국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한ㆍASEAN FTA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가간 조약이 되
기 위해서는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된 국가를 중심으로 상품교역에서의 활용률을 살펴보고, 품목별 특
징과 원인을 분석함.
• 한ㆍASEAN 및 중ㆍASEAN, 일ㆍASEAN(혹은 일본과 ASEAN 회원국 간의 양자간 EPA) FTA에서
ASEAN 각국의 상품양허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비교함.
• 한ㆍASEAN FTA의 효율적 이행과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업, 단체, 정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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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제안함.

 기대효과
• 상품부문의 한ㆍASEAN FTA 활용률을 파악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이를 통해 FTA 이행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방법을 살펴보고, 제안함으로써 이행
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ASEAN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접근성과 경쟁력을 살펴보고 관
련 기업, 단체 및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을 통해 주체들 간의 틈을 좁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 연구책임자 | 김한성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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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
경험전수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촌문제와 직결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의 농촌인구 비중은 64%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
는 농업비중은 고작 16%에 불과함.
- 높은 인구증가율과 농업생산 구조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농촌개발 없이 아프리카의 빈곤문제 해결은 요원함.
- 아프리카 농촌개발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임.
-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지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핵심 이슈로 다루어져 왔음.
▶ 아프리카에서 농업생산량이 10% 증가할 경우, 하루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 인구가 약 9% 정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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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음.
•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전수는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매우 유효한 협력수단이 될 수 있음.
-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은 단순히 자금지원이나 투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자생적으로 농촌개발
이 유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자생적인 농촌개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는 분명 아프리카
농촌개발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임.
▶ 새마을운동의 경험전수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인의 의식개혁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마을운동은 농촌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UN 등 국제기
구나 NGO로부터 개도국의 농촌개발모델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농촌개발 지원은 타 분야 지원에 비해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므로, 아프리카의 실질적인 빈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을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전수하
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둠.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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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 경험전수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협력모델임.
-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의 경험전수는 장기적인 정책이나 전략의 수립이 없이 일회성 세미나나 단기연
수 등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08 연차보고서

 주요 연구내용
• 아프리카 농업현황 및 농촌사회의 특성분석
-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
의 농업현황과 농촌사회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농촌개발의 경험 분석과 아프리카에 대한 적용 가능성 분석
- 새마을운동의 이론과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함.
• 대아프리카 농촌개발 모델 제시 및 지원협력 방안 도출
-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농촌개발 및 빈곤완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지원전략과 사업 프로그램을 제시함.
- 협력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함

 기대효과
• 경제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 농촌개발경험의 대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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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모델 도출
▶ 연구책임자 | 박영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와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KIEP

• 한국의 서비스업은 2006년 현재 명목(실질) GDP의 50.8%(46.4%), 고용의 66.0%를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과 고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저하됨에 따라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제조업의 성장만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부진은 성장-고용-소득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09년 연구계획

- 그러나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성장은 제조업과 달리 생산성과 부가가치 비중이

165

- 또한 서비스 수요는 재화와 달리 저장이 불가능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국내에서 최
종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외 환경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음.
- 이와 관련하여 박순찬(2007)은 서비스교역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개방의 원천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
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최근 한·중·일 3국은 서비스 부문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제완화 및 독점제거, 가격 자유화, 인력양성, 경쟁 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음.
- 중국은 금융, 통신, 운송, 교육, 의료건강 등의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일본은 콘텐츠, 의료건강 및 복
지서비스, 비즈니스지원서비스, 여행 및 운송, 환경 및 에너지서비스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는 서
비스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한국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e-비즈니스 및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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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지식기반서비스를 한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의 하나로 선정하였음.
• 특히 최근 한₩일 FTA 및 한₩중 FTA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중·일 3국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 및 경쟁력을 파악하여 비교우위 산업을 가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서비스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생산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3국의 외국인직접투
자 유치환경과 그동안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후 3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한₩중
₩일 3국의 틀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틀에서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 및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환경과 그동안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후 한₩일 FTA와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국 서비스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한₩중₩일 3국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특징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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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서비스산업 현황 및 특징
- 각국 서비스산업 개방 현황
• 한₩중₩일 3국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비교우위 분석

2008 연차보고서

- 각국 서비스산업 비교우위 부문 분석
• 서비스산업의 FDI 유치 및 성과 비교: 한국, 중국, 일본
• 서비스산업 FDI 유치정책 비교분석

 기대효과
• 한국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한₩중₩일 3국간 서비스 협력방안 논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한₩일 FTA 및 한₩중 FTA 서비스 협상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책임자 | 정형곤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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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
성원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임.
-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대외경제 활성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임.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 북한은 외자를 유치하고 대외무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
타나지 않고 있음.
군사₩안보적 제약요인, 이외 국제적 제약요인 등에 기인함.
-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는 가장 실용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는 북한의 대외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 이명박 정부의‘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비핵₩개방₩3000’구상을 통해 북한에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 등을 주요 프로젝트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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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를 유도함.

KIEP

- 북한의 무역, 투자 등 대외경제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제약요인과

- 그러나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야 가능한 사업임.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실태를 조사하고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의 제약요인들을 분
석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비핵₩개방₩3000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분석
• 북한 대외경제협력 현황 분석
• 북한 대외경제협력의 제약요인 분석
• 북한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 과제
• 북한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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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북한 대외경제협력의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의 경제교류₩협력활성화 방안 제시
• 비핵, 개방 3000 구상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연구책임자 | 조명철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한ㆍEU FTA 영향분석과 향후
대EU 통상정책 방향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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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 연차보고서

• 한국과 EU 간 FTA 협상이 2007년 5월에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이며, 동 협상은 2009년 중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EU FTA 협상의 내용을 반영한 산업별 영향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음.
• 본 연구는 타결된 협상의 내용이 국내 산업,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과 향후 한국의 대EU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한-EU FTA 협상의 평가
• 한-EU FTA의 영향분석
- 국제 정치경제적 영향
- 주요 산업별 영향: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금융, 법률, 통신, 교육, 의료, 방송, 뉴스제공업, 시청각, 해
운, 택배/창고업)
•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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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대EU 통상정책의 전개 방향

 기대효과
• 한-EU FTA 효과의 극대화
• 산업별로 한-EU FTA의 영향분석에 의한 대응책 마련
• 기업의 EU 진출 촉진
• 한국의 대EU 통상정책 재정립
▶ 연구책임자 |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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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별 업무 분장

부서

업무분장
• 국제거시 및 금융분야의 현안에 대한 연구
• 지역 금융·통화협력에 대한 연구
•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에 대한 연구

국제거시금융실 >>>

•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산업 개방에 대한 연구
•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연구
• 국제금융센터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
• 남북한 금융·통화 협력에 대한 연구
• 한국의 무역·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 수출입 및 무역구조에 대한 연구
• WTO 연구
- WTO 및 다자차원의 국제무역질서 정립에 대한 연구

KIEP

- 국제직접투자(FDI/ODI)에 대한 연구

173

- DDA 협상의 영향 및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
-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업무

부록

무역투자정책실 >>>

• FTA 연구
- 지역무역협정의 동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
- 지역무역협정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 APEC 연구
- 아·태 경제협력 및 APEC 관련 연구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업무지원
• 미·일·중·러, EU, 중동구, 중남미, 동서남아, 중동·아프리카, 대양주 등
주요 지역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 주요 지역별 대외경제관계의 현황 및 對韓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센터 >>>

• 주요 지역별 경제정책 및 제도,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
• ASEM 관련 연구 총괄
• 대외경제전문가풀(KOPIE) 운영
• 세계지역연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DB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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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업무분장
• 세계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교연구 및 동향분석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센터 >>>

• 국제개발협력 관련 컨설팅 사업
•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연구
• 통일대비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및 북한관련 개발협력 연구
•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한 연구
•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지식정보실 >>>

• 전산 운영
• 연구성과물의 출판, 배포 및 홍보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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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실적평가, 세미나, 연구용역
연구조정실 >>>

• 인사, 복무, 문서수발, 보안, 계약, 재산관리
• 예산, 회계, 국회, 이사회, 규정, 보험, 출장, 감사

2008 연차보고서

3. 2008년 예산 현황

세입

예산액(원)

세출

예산액(원)

1. 정부출연금

17,718,000,000

1. 인건비

7,493,000,000

2. 자체수입

3,932,000,000

2. 사업비

13,223,627,000

3. 이월금

695,403,000

3. 경상운영비
4. 시설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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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5,403,000

합계

1,446,776,000
182,000,000
22,345,4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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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직원 현황

원장

연구직
위원급

원급

43

41

1

전문직

행정직

기능직

합계

8

9

16

118

✽ 위원급 인력 현황
직 위

성 명

최 종 학 력

주요 연구분야

독, 뮌헨대 경제학 박사

러시아 및 한·러 경협

서진교

미, 메릴랜드대 농업 및 자원경제학 박사

WTO/ FTA/ 농업통상

국제거시금융실장

오용협

프, 고등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시장 / 금융허브

무역투자정책실장

김준동

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서비스/외국인투자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

김흥종

서울대 경제학 박사

유럽연구 / 통상 / FTA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조명철

북, 김일성종합대 경제학 박사

북한경제 / 남북경협

지식정보실장

김윤실

연세대 문헌정보학 박사

정보관리 / 정보정책

이장규

미,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중국경제

이창재

프, 파리Ⅰ대 경제학 박사

경제협력 / 개발협력

김상겸

미,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아₩태 경제협력 / 무역원활화

윤덕룡

독, 키일대 경제학 박사

금융협력 / 남북거시금융

조종화

미, 워싱턴주립대 경제학 박사

환율제도 / 국제금융

최낙균

미, 텍사스오스틴대 경제학 박사

통상 / 무역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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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서강대 경제학 박사

ODA정책전략/ 동남아경제

김양희

일, 동경대 경제학 박사

일본경제

박복영

서울대 경제학 박사

중동경제 / ODA정책

박월라

중, 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수료

중국경제

이재영

러, 모스크바국립대 경제학 박사

러시아/ CIS 경제

정성춘

일, 히토츠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 환경 / 기술경제

정 철

미,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국제무역 / 문화 / 노동

정형곤

독, 쾰른대 경제학 박사

경제협력 / 남북경협 / 경제특구

지만수

서울대 경제학 박사

대중투자

강유덕

프, 파리정치대 경제학(국제통상) 박사

서유럽 경제

권기수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박사

남미 / MERCOSUR

김태윤

미, 오클라호마주립대 경제학 박사

동남아 / 농업통상

김한성

미, 워싱턴주립대 경제학 박사

동남아 / 대양주 /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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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최 종 학 력

주요 연구분야

김규판

일, 게이오대 경제학 박사

일본경제

박영준

미, 버지니아대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 금융협력

박영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박사

아프리카 / ODA

배선희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수료

출판매체 / 미디어

고려대 법학(국제법) 박사

국제통상법/ CIS지역연구

성한경

미,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서비스 / 경쟁 / CGE

손기태

미,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인적자본 / 이주

송대영

중앙대 정보학 석사수료

네트워크/정보보안

송영관

미, 위스콘신메디슨대 경제학 박사

국제무역 / 서비스

안태경

중앙대 문헌정보학 박사수료

시맨틱웹 / 온톨로지

양평섭

한국외국어대 지역학 박사

중국경제 / 산업·무역

이동은

미, 인디아나대 경제학 박사

금융정책 / 금융경제

이승신

대, 국립정치대 중국지역학 박사

중국경제 / 외국인투자

이인구

미, 밴더빌트대 경제학 박사

경제전망 / CMI

이준규

미, 남가주대 경제학 박사

FTA / 북미경제

장용준

미,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FTA

정지원

미, 플로리다대 식품자원경제학 박사

국제무역 / 국제개발협력

조미진

미,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무역과 개발 / IPR

조충제

한국외국어대 국제관계학(국제통상)
박사

인도 / 서비스

한바란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아중동경제

허 인

미,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금융협력

현혜정

미,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국제무역 / 외국인투자

김박수

프, 그레노블대 경제학 박사

유럽경제 / 국제무역

김두현

북경대 박사

중국경제

윤성학

연세대 정치학 박사

중앙아시아경제

조영관

모스크바 국립대 경제학 박사

러시아/ CIS 경제

윤창인

한양대 경제학 박사

전자상거래 / 환경

사딕호드
자에브
세르죠드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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