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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이재영․이시영․두게르 간바타르

과거 국제무대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몽골이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이
해 관심이 집중되는 곳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우선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몽골이 소위 ‘제3의 이웃’
정책에 기초하여 전방위(Multi-Vector) 외교를 추진하면서 그 국제적 위
상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최근 몽골에서 대규모 신규 광산
들이 발견되면서 세계 각국이 몽골의 자원개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외에도 몽골이 동유럽과 견줄 정도로 성공적으로 민주
주의 제도의 정착과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매
력적인 진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한국은 1990년 3월 몽골과 수교한 이래 다방면에 걸쳐서 몽골과의 협
력을 꾸준히 확대시켜 왔으나, 양국간의 정치 및 사회문화 관계의 발전에
비해 경제협력 면에서는 당초 기대한 만큼의 협력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주로 몽골의 경제가 매우 낙후되어 있고, 내수시
장이 협소하며,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국가로서 많은 한계를 가
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이 부
상하는 속에서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의 전략
적 가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몽골은 한국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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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및 중국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으
로서 한국이 반도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몽골은 장차 한국의 자원안보, 식량안보의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향후 몽골의 경제발전
잠재력이 높아 상호 협력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몽골
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한국은 몽골과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몽골과의 협
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몽골의 전
략 환경 분석, 몽골의 경제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주요국의 대몽골 진
출 전략과 경제협력 현황,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그리고
한․몽 전략적 협력 방안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한 몽골은 다른 체제 전환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개혁․개방 수준이 높았으며, 거시경제 안정이 빠
르게 정착되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몽골 경제는 2010년에 들어와서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노력으
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광물자원개
발 프로젝트에 힘입어 몽골의 GDP는 향후 5년 내에 2배로 늘어나고, 10년
내에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0년까지 몽골의 교역은 약 80%가 구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1990년대에는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일본, 스위스, 카자흐스탄, 미국,
한국 등이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러시아의 교역비중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중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었
다. 2000년대 들어서 교역 대상국은 1990년대에 비해 확대되었고, 교역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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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보다 다양화되었다. 2009년 기준 몽골은 총 72개국으로 수출을 하
고 있는데, 이 중 중국 73.1%, 캐나다 7.8%, 영국 6.7%로 이들 3개국이
8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몽골은 총 108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50.4%)이고, 그다음이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42.7%)이다.
몽골은 주로 광물자원과 섬유 및 목축업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연료 및
광물제품, 자동차, 기계 및 장비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서 2009년까지 몽골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중국(4,927), 한국(1,856), 러시아(752), 일본(428),
미국(227) 순이다. 특히 중국의 기업 수가 약 절반(49.57%)에 이를 정도
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은 한국(18.67%)이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19억 8,148만 달러(51.27%), 미
국 1억 8,938만(4.90%), 한국 1억 7,566만 달러(4.55%), 일본 1억 6,117
만 달러(4.26%), 러시아 1억 6,116억 달러(4.17%), 중앙아시아 국가
9,276만 달러(2.40%),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7억 7,296만 달러(20%)를
투자하였다. 같은 시기 몽골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의 절반이 넘
는 52.2%가 광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무역 및 요식업
(18.7%),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업(4.9%), 경공업(3.9%), 건설업(2.7%) 등
에 투자되었다.
몽골 정부는 2007년 새천년개발목표에 기초하여 2007년부터 2021년까
지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2015년까지 1인당 GDP를 최소
5,000달러, 2021년까지 최소 1만 2,000달러까지 증대시켜, 중간 소득 규
모의 국가에 합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자원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광물채굴 산업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
고, 그 후에는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첨단산업에 기초한 수출지
향적인 제조업의 활성화 및 산업 다각화를 실현함으로써 광물자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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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막대한 차관 제공
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
자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몽골에 대한 영
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제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한 러시아
도 과거 몽골에서 누렸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몽골에 대한 진출을 확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몽골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제3의 이웃’ 국가
들 가운데서는 몽골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몽골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었던 일본은 최근에 들어와서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향
후 세계 주요국들의 대몽골 진출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정치협력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양국간 정상 및 고위급의 상호 방문을 통해 경제
협력 계획을 논의하거나 각종 협력 협정을 체결한 적은 많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업은 적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량은 수교 이후 최고치를 기록
했던 2008년에 2억 3,823만 달러, 2009년에는 1억 6,990만 달러였으며,
2009년까지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에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으로 몽골 투자 관련 법규의 잦은 변경, 관료
의 부정부패, 협소한 내수시장, 열악한 물류수송망과 기후조건 등이 크게
작용했지만, 한국의 몽골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한국과 몽골 간의 비싼 항
공료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몽골은 1992년 시장경제체제 전환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주주
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킨 나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의 운송 및 교통의 교차지로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경제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 몽골의 국제정치적
인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에 들어와서 몽골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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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들이 몽골에 대한 진출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막대한 차관 제공, 일본은 과감한 경제지원,
미국은 군사협력과 현지 연구센터 개설 및 원조를 통해 대몽골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대몽골 협력을 확
대하고자 진출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몽골에서 중앙아시아로 이
어지는 물류 운송로가 개설되고,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해 항로가
열리게 되어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경우
몽골은 내륙국으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몽골은 인종․문화․언어적 유사성을 가진 매우 우호
적인 국가로서 장차 한반도의 통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한국이 좁게는 중앙아시아, 넓게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몽골은 중앙아시아 국가
들과 함께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자원 및 식량안보의 달성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협력 대상국이다. 몽골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
아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
할 정도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몽골과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넓
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몽골 협력이 보다 심화․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우선 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기계설비 및 부품 생산, 농목축업
의 원료를 활용한 육류 및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수출, 정보통신산업,
물류유통 및 서비스업, 건설자재 산업, 관광 분야 등으로 중소기업의 진
출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물자원개발과 석유산지 개
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몽골측이 원하
는 철도, 도로 및 기타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진출하는 것이 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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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적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형 정유
공장,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발전소 건설 참여 등 플랜트 산
업 분야의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몽골 국가발전전략에 부응
하는 철도 및 도로건설, 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 사업, 첨단
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등 인프라 개발 관련 분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그동안 시험적인 수준에 머물
러 있었던 농업협력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고, 러시아 및 중국과 인접한
자유무역지대로의 진출을 확대하며, 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
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몽골이 이와 같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호
원-윈(win-win) 하는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양국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한국과 몽골은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수준의 경제통합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인적 이
동을 위한 사증면제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셋째, 양국간 자유무역
협정(FTA)를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위급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하며, 특히 ‘한․몽의원친선협회’와 같은 국회 차원의 채널을 보
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KOTRA 무역관을 몽골 현지에 개설하여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몽골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이들
의 몽골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몽골의 광활한 영토에 비해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차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국에서 몽골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몽골에 가칭 ‘한국․몽골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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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바 있는 몽골제국이 몰락한 이후 몽
골은 기나긴 세월 동안 청나라의 지배기와 사회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국제
무대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세계 주요국들이 비교적 인
구가 적고, 시장이 작은 몽골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
나 소련 해체 이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최근 들어 몽골은 세계 주요국들의 이해 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변모하
였다.
이처럼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보다 우선 최근 몽골에
서 대규모 신규 광산들이 발견되면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몽골의 자원개
발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몽골이 1990년
이후 소위 ‘제3의 이웃’ 정책에 기초한 독립적인 전방위 실용외교를 구사하
면서 지난 20년 동안 몽골의 국제적인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뿐
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 이웃 국가들 사이에 위치한
몽골의 지정학적 상황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 지극히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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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외에도 러시아, 중국 및 미국 외에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 북미대륙에서는 캐나다
가 몽골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몽골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주로 몽골의 경제가 매우 낙후되어 있고, 내수시장이
협소하며,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국가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사실 몽골은 세계 10대 광물자원 보유국
에 속할 정도로 지하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발전 수준은 뒤떨어져 있다. 몽
골은 일인당 가축뿐 아니라 구리, 금, 석탄, 우라늄 등 주요 유용광물, 그리
고 담수 등 중요한 천연자원 보유량에서 세계 최대 부국 중 하나이지만, 아
직도 국민의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부패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국제질서 변화 속
에서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의 가치가 적지 않
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몽골은 그동안 동북아시아에 치중했던
아시아 외교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남태평양 지역까지 대폭
확대․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에서도 중요한 협력 대상국
이다. 더욱이 향후 몽골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
을 고려하여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몽골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몽골은 1992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래 동유럽 국가들에
비견될 정도로 정치적 민주화와 구조개혁 실행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
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부문 주도의 시장경제가 정착되면서,
최근 몇 년간 연평균 약 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고
성장 국가에 진입하였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조만간 몽골이 연간
10~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10년 이내에 GDP가 4배나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몽골이 매력적인 진출 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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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몽골은 한국과 러시아의 시
베리아 지역 및 중국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한국이
반도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중심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몽골은 장차 한국의 자원안보, 식량안보의 달성에도 크게 기
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이다.
1990년 3월 몽골과 수교한 이래 한국은 그동안 알타이 계통의 인종적․
문화적․언어적․정서적 유사성과 경제구조의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몽골과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확대
시켜 왔다. 1999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 이어 2001년 2월 N.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양국관계는 ‘21세기의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로 설정되었다. 이후 2006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과정
에서 양국 정상은 ‘한․몽골 선린우호적 동반자관계’로 합의하면서 기존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꿈의 나라’를 의미
하는 ‘솔롱고스(무지개)의 나라’로 불러왔으며, ‘역사적 연관이 있는 형제국’1)
이라 인정해온 데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몽골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2,500여
명,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들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3만 2,000명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상호 방문자 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몽골에서는 대다수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의 영화․드라마․가요․패션
등이 유행하는 등 한류(韓流) 열풍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어는 영어, 일어
다음으로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어가 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정치관계
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소규모 요식업 등 서비스
업에 진출하면서 당초 기대한 만큼 양국간의 상호보완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재 한국이 몽

1) 중앙일보 (201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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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에서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은 점차 다른 나라에 양도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따라서 한국은 몽골과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몽골과의 협
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아시아 시대의 한국과 몽골
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몽골의 전략
환경 분석,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ND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현황,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현황
과 평가, 그리고 한․몽 전략적 협력 방안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소련 해체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몽골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고, 정치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전망
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에서 몽골이 갖는 의
미를 제시함으로써 몽골의 전략 환경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1992년 본
격적인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한 이후 나타난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구조를 분석한 데 이어 대외무역, 외국인직접투자 유
치, 그리고 대외원조 수원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중심으로 몽골의
대외경제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이 장에서는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
전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몽골 진출 확대를 위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러시아, 중국,
미국 및 일본의 대몽골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
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한국과 몽골의 협력에
대해 무역 및 투자 협력, 대외원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이에 대한 평가
를 시도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으로 한국이 몽골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
진할 수 있는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한국과 몽골
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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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로 국내외 문헌조사에 기초한 연구와 더불어 몽골 현지조사
를 통한 현지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책임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의 이재영 팀장과
이시영 연구원이 이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을 작성하였고, 몽골 칭기즈칸대학
교의 D. 간바타르 교수가 4장의 일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과정에
서 칭기즈칸대학교의 Kh. 라구와수렌 총장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자료 수
집과 몽골의 현지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조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물론 연구 내용의 충실성이나 완결성 면에서 아직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한 국내 현실에서 부족하나마 이 보고서가 몽골에 대한 이해와 인
식의 지평을 넓히고, 한․몽 양국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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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1. 신아시아 외교구상과 몽골의 전략적 가치
한국은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면서 아시아 중견국가로서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책임과 역
할을 제고하고,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역내 주요 국가
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아시아는 한국 교역의
50.5%, 해외투자의 49.8%,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의 49.2%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주요 교역투자 및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말 교역의존도가 110.6%로
매우 높은 한국의 경우 불황형 흑자지속, 세계경제 불안정과 보호무역 강화
에 대비한 역내 협력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2) 또한 중국,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新아시아 외교구상의 지역별 경제협력 방안 연구 , 기획재정부 발주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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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브릭스(BRICs) 중심의 개도권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세계의 중심축
이 아시아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이미 세계 인구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인구 비중은 2008년 56%로, 2040년
까지 55%대의 비중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또한
최소 2040년까지 약 5%의 경제성장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시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39년경 세계 GDP의
약 49% (2008년 25%), 세계 수출입의 약 47% (2008년 27%)를 차지할 전
망이다.3) 이처럼 세계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아시아경제의 성장 동력
을 활용하여 역내시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호주 순방 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발표하여 경제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별 추
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시아 지역으로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면서, 동년
6월 제주도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와 관
계개선에 역점을 두어 왔다.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그동안 동북아시아에 머물
러 왔던 아시아 외교를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여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시아 2개국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수교 이후 17년간 중앙아시아 지역과 다져
왔던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하여 보
다 구체화하였다.4) 특히 자원외교를 통한 에너지 확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추진하는 산업의 현대화․다각화 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중앙아시아까지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3) Global Insight(2009), 2nd Quarter.
4) 이재영(2009),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 Vo. 19, No. 14,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p. 2 참고.

21

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에 속하는 몽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몽골과 획기적인 협력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최근 몽골은 세계 주요국들의 전략적 관심이 집중되는 곳으로 변
모하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몽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 몽골이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더불어 기존의 일방적
인 대러시아 의존 정책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대외정책에 기반한 전방위
실용외교를 구사하면서 몽골의 독자적인 국제적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몽골이 소위 ‘제3의 이웃’ 정책을 구사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전방위 협력(Multi-Vector)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국가 등이 몽골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
고 있다.5) 몽골 역시 자국의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여전히 낙후된 경제구
조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국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WTO 회원국인 몽골은 선진국들과의 협력 증진, 국제금융기구에의 참
여 이점 극대화,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를 지향하면서 세계 143개 이상의
국가들과 교류하고 있다.
둘째, 최근 몽골에서 새로운 대규모 광물산지들이 발견되면서 세계 각국이
몽골의 자원개발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몽골은
N. 바가반디 전(前) 대통령이 “금덩이를 깔고 앉아 굶고 있는 딱한 처지”라
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광물 및 에
너지자원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6) 예컨대 몽골은 6,000개 이상의 광

5)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몽골 진출을 확대하고, 광물자원이 부족한 중국 역시 대몽골 협력을 강화하는 속에
서 러시아도 기존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6) 아직도 몽골 국민의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 몽골은 일인당으로 환산하면 가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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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원 매장지에 석탄, 구리, 금, 우라늄, 철광석, 아연, 텅스텐, 몰리브덴, 인
광 등 80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알려져 있
다. 몽골의 주요 광물자원은 석탄(매장량 기준, 세계 10위), 동(13위), 형석(3
위), 우라늄(14위) 등이며, 오유톨고이(Oyu Tolgoi; 금, 구리), 타반톨고이
(Tavan Tolgoi; 석탄) 광산을 비롯한 15개의 전략 광물산지가 있다. 2009년
기준 광업은 몽골 GDP의 28.2%, 총산업생산의 64.6%, 수출의 55%를 차
지하고, FDI의 56.3%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몽골에
는 최소 1억 톤의 석유가 매장된 20~30군데의 유전이 있으며, 외국의 탐사
기관들은 향후 몽골의 석유 생산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추세로 볼 때 앞으로 10년
후 몽골에서 상당량의 석유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에너지 및 광
물자원이 풍부한 몽골은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잠재적인 에너지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 지역으
로 경제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과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
에서 몽골은 정치와 에너지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적인 중재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셋째, 몽골은 신실크로드 시대에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유럽-코카서스-아시아(TRASECA) 수송로 등을 통
해 좁게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구비하
고 있다. 특히 몽골의 서부 국경과 카자흐스탄의 동부 국경은 28킬로미터밖
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동적인 발
전과 물류망 구축사업의 진전은 향후 몽골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뻗어

구리, 금, 석탄, 우라늄과 같은 유용광물, 그리고 담수 등 중요한 천연자원 보유량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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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운송․교통의 교차지인 몽골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더불어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 구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앞으로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가 개설될 경우
몽골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 인프라의 취약성
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는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
이다.
넷째, 몽골은 동유럽과 견줄 정도로 성공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과 시
장경제체제 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매력적인 진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한과 자유 수준을
연구하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2008년 몽골은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되었고, 몽골
의 민주주의 정도는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투자매력도에 있어서도 몽골은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필리핀 및
스리랑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 특히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광물자원 외에도 풍부한 농축산
업 원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수혜
국을 활용한 유리한 수출 기회,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비용, 젊고 교
육 수준이 높은 인구구성비8) 등으로 인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망한 진출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몽골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도 몽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7) Галина Сергеевна Яскина,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еодоление
противоречий,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2009, p. 11.
8) 몽골은 3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고, 영어 또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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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장차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
시아,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대
몽골 경제협력 확대는 ‘정서적으로’ 반도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국이 아
시아의 중심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
국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몽
골은 한국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및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9)
뿐만 아니라 특히 저개발국인 몽골 개발에 대한 참여는 앞으로 한국이 동
북아시아 개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
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미개발된 상태에 있고, 중국의
동북 3성은 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극동지
역도 서부지역에 비해 덜 개발되어 있고, 몽골도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개발
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몽골을 비롯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국의
개발은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이 몽골의 자원개발
과 기타 협력 사업에 성공할 경우, 그 자체 효과도 크겠지만 동북아개발에서
영향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10)
또한 몽골은 장차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아시아의 ‘헬싱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요한 다자안보벨트 지역을 위한 협력 대상
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이다.11) 특히 몽골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9) 몽골은 러시아 및 중국 국경과 접한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10) 강임호(2010), ｢몽골의 발전전략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11) 냉전시기 유럽의 긴장 완화와 정치적 분열의 극복을 지향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c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회의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다. OSCE의 경험과 그 활동
메커니즘은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지역에는 제도적 차원에
서 집단안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보문제가 첨예화된 동북아시아에서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하
지만,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와 유사한 국제 교섭을 수행하기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요 논거는 몽골의 대외정책이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고, 동북아와 중앙아시아의 안보문제에 관한 교
섭에서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다(Яскина Г.(2009),“Станет ли Улан-Батор азиатски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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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중간 규모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
사하며, 향후 ‘유라시아 비핵․평화․경제 연대’ 협력을 통해 몽골에서 중앙
아시로 연결되는 한국의 다자안보벨트 지역의 역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몽골은 풍부한 농․목축업 국가로서 농업협력이 유망하며, 역
사․언어․문화적으로 중앙아시아와 함께 미래 한국의 식량안보, 에너지자원
안보의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물자원 수입 면에서
몽골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제2의 ‘호주’가 되어 매년 약 140억 달러가 넘는
광물자원을 한국이 몽골에서 수입할 가능성도 있다.12) 따라서 한국의 식량
안보, 자원안보, 물류거점의 파트너로서 매력적인 협력대상국인 몽골과의 협
력을 강화하여 중앙아시아까지 협력을 확대할 경우 ‘신아시아 외교’의 지평
이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은 몽골과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문화 등 다
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몽골에 확산함으로
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드높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몽골의 정치발전 과정과 전망
몽골은 1921년 사회주의 인민혁명을 성공한 이래 약 70년 이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에 들어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
게 되었다. 체제 전환이 시작된 1990년까지 몽골은 공산당 일당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문제는 몽골인민혁명당(MPRP: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있었다. 특히 정치, 경

Хельсинки?”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6, pp. 163-164).
12) D. Shurkhuu(2010), “Perception and Strategies on Energy Security: The Case of Mongolia and ROK,”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201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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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구소련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몽골은 1980년대 중반 구소
련에서 시작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Glasnost)와 페레스트로이
카(Perestroika) 정책과 동유럽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영향하에 몽골은 일당지배의 계획경제체제
와 같은 소련식 방식을 추종해왔던 경제발전 방식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함
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몽골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은 1988년 12월 몽골인
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5차 총회에서 몽골판 페레스트로이카인 ‘신네칠렐
(Shinechlel: 쇄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독립채산제의 도입과 기업
자 주권의 강화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13) 그러나 몽골인민
혁명당은 종합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에서 완전히 탈피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몽골 사회에서는 권위주의 체제와 일당체제를 지지
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현대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집
단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한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89년 최초의 야당 조직인 몽골민주연합(MDU: Mogolian Democratic
Union)이 결성되고 이후 여러 새로운 정당들이 활발히 설립되면서 이들은
몽골인민혁명당의 권력 독점에 대해 대항하고자 하였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종식과 총선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속에서 1990년 7월 29일 몽골 현대사
상 최초로 다당제총선이 실시되었다.14)
1990년 7월 총선에서 민주화에 대한 도시주민과 지식인들의 지지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몽골인민혁명당이 압승하였다. 총선 이후 몽

13) 양길현(1998), ｢몽골 민주화의 추동요인과 진전과정: 1990년 총선과 1992년 총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제38집 2호, pp. 313~314.
14) 1989년 울란바토르에서 S. 쪼리그의 주도하에 소위 몽골민주연합이라는 개혁집단이 조직되어 몽골인민혁명당
정부에 대해 공산당 권력 독점 종식, 다당제총선의 실시, 시장경제 및 사유화의 실시 그리고 인권보장, 종교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몽골인민혁명당은 몽골민주연합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7

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

골인민혁명당은 P. 오치르바트를 대통령으로 하고, D. 뱜바수렌을 총리로 하
는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다. 몽골은 1990년 P. 오치르바트 대통령을 위원장
으로 하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1991년
5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친 여야 간의 논의와 수정 작업 후 1992년 1월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헌법에 의해 국명은 몽골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Mongolia)에서 단순히 몽골국(Mongolia)
으로 변경되었고, 1960년 헌법에 규정된 몽골인민혁명당의 지도적인 역할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토지의 사유화와 외국인의 토지임차가 허용되었
다. 또한 이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분리하여 1992년 7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는 1993년에 하도록 규정하였다.15)
1992년에 채택된 몽골의 신헌법은 몽골을 민주주의공화국으로 선포하였으
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인권표준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법적
으로 보장하고 있다. 몽골은 단일국가로서 아이막(Aimag, 道)이라 불리는
행정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몽골
의 정치구조는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면서 입법, 행정, 사법부로 구성되
어 있다. 몽골의 통치형태는 체제 전환 초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중간 형태인 이원집정부제였으나, 2002년 12월 헌법 개정으로 의회와 내각
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이 보다 강한 방향으로 변화되
었다.16) 몽골의 이러한 독특한 통치형태는 전통적인 의회공화국과는 다소
상이함을 의미한다.
헌법상 몽골의 최고 권력기관은 국회격인 국가대회의(State Great Khural)
로서 총 76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다. 25세 이상의 몽골 시민에
게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임기 4년제의 국회의원은 직접선거에

15) 양길현(1998), ｢몽골 민주화의 추동요인과 진전과정: 1990년 총선과 1992년 총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제38집 2호, p. 326.
16) 정재완․ 유민우(2006), 몽골 경제와 한․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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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선출된다. 몽골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국내 및 대외정
책을 포함하여 일련의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몽골 국회는 대
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결정하고, 대통령직의 승인과 해임권을 가지
며, 총리에 대한 임명, 교체 및 해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국
가대회의)는 정부 구성에 관한 권한과 대부분의 국내외 문제들에 대한 최종
적인 결정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으로 구성되는 국
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 비토
권을 갖지만, 대통령의 비토는 국회에서 2/3 이상의 표결이 나올 경우 부결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또한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데, 이는 총리의 서명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과 협의하여 총리를 임명한다.
국회 2/3 이상의 결의에 의해 헌법 위반 혹은 대통령 선서를 위반한 권력남
용에 대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은 주로 국회의 결
정에 대한 비토권과 국가안보보장 분야에서 상층 행정부 조직의 활동 방향
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를 대표하는 1개 혹은 그 이상의 정당이 대통령 후
보자를 지명한다. 선거는 다수표로 결정되고, 선출될 경우 대통령은 4년 임
기로 재직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
은 45세 이상의 몽골 시민에게 주어진다.
정부 내각은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다. 정부 내각의 임기는 4년으로 총
리는 임명과 함께 시작된다. 총리는 내각의 지도자이고, 국회의 법률을 집행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내각은 또한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지도
할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내각은 집행기관 혹은 조정기관으로 분류되는 기
관들을 설립하고, 이들의 규정과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1992년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같은 해 7월, 13개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두 번째 총선이 실시되었으나 다시 몽골인민혁명당이 총 76석 가운데 7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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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초기 두 번의 자유 총선에서 몽골인민혁명당은
자신의 거대한 조직적 이점을 활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1993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연합세력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
에 당선되었으며, 1996년 6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몽골인민혁명당이 25석
에 그친 반면 야당연합이 총 50석을 차지함으로써 75년에 걸친 몽골인민혁
명당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 몽골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
며 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몽골인민혁명당이 당시 소수 야당이었음
에서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대중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내세운 N.
바가반디 후보를 60.8%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1998년 5월 몽골
인민혁명당은 정당 로고를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붉은 별’에서 ‘사회민주주
의’를 상징하는 ‘붉은 장미’로 새롭게 변경하면서 과거와 거리를 두었다.17)
이후 2000년 봄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몽골인민혁명당이 76석 가운데 72석
을 차지함으로써 당시 여당인 민주연합(Democratic Coalition)에 참패를 안
겨 주었고 대통령과 국회를 모두 몽골인민혁명당이 장악하게 되었다.18) 그
결과 1990년대 몽골의 정치구조에서 유지되었던 세력 균형이 깨지는 듯했다.
2001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시 몽골인민혁명당 N. 바가반디가 57.9%
의 득표로 36.5%를 얻은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후보 R. 곤치그도르
지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19)
2004년 6월에 실시된 제4대 총선에서는 단 하나의 정당도 과반수를 획득

17) 이러한 점에서 몽골은 체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당파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보다 개입주의적인 몽골인
민혁명당과 보다 자유주의적인 몽골민주당(MDP : Mongolian Democratic Party)이 근본적으로는 많은 점에서
입장을 공유하는 양당 체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Richard Pomfret(2000), “Transition and Democracy
in Mongolia,” Europe-Asia Studies, Vol. 52, No. 1, p. 156).
18) Steven Fish M.(2001), “The Inner Asian anomaly: Mongolia's democrat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4, p. 337.
19) 반면 몽골민주당은 26석을 차지하였다(Время новостей, 22 мая 2001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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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다. 그 결과 비공식적으로 ‘국민 동의 정부’라 불리며 몽골 정치사
를 새롭게 장식한 연립정부 형태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당시 집권당이던 몽
골인민혁명당이 37석을 얻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25석을 얻은 몽골민주
당과 기타 군소야당이 연합한 민주세력연합의 Ts. 엘벡도르지를 총리로 하는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당시 몽골인민혁명당은 18개 장관직 가운데 10자리
를 확보하고, 민주당은 장관 8자리와 총리직을 얻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몽골인민혁명당 의장은 텔레비전을 통해 총리가 빈곤, 부패, 실업 등 몽골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
다. 총리가 이를 거부하자 몽골인민혁명당을 대표하는 10명의 장관들은 사퇴
한다고 선언하였고, 새로운 내각 구성에 대해 불신을 표한 민주당과 그 지지
자들 사이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울란바토르 중앙 광장에서
일련의 시민운동에 의해 몽골인민혁명당의 행위에 반대하는 시위가 조직되
어, 몽골인민혁명당 당사 건물이 장악되는 등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2008년 6월 말에 실시된 총선에서 몽골인민혁명당은 76석 가운데 47석을
확보함으로써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였다.20) 그러나 몽골인민혁명당의 승리에
대해 민주당은 투표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으며, 결과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선
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무력적인 성격을 띠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이중권력 시스템의 충돌이 발생하는 정치적 상황이 형성되었다. 민
주세력 지도부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의 소요사태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몇 명의 몽골 시민이 죽고 문화궁전의 방화, 울란바토르 소재 은행과
상점의 약탈행위 등이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집권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은
불가피하게 수도 울란바토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후 총선 결과는 유
효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몽골인민혁명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2008년

20) Антон Олейник, “Цветные революции': Песочные часы Монголии,” Ведомости, No. 128, 14
июня 2008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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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구성된 내각은 총리가 제1부총리, 부총리, 11명의 장관, 14개의
조정기관, 그리고 30개의 집행기관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1) 그러
나 이듬해 2009년 5월 24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몽골민주당
의 지도자 Ts. 엘벡도르지 후보가 51.24%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
었다.22) 이러한 사실은 몽골에서 정치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선
거에서 어느 당이 집권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
는 것이다. 같은 해 10월 몽골의 새로운 집권 여당은 만장일치로 경륜 있는
정치가이자 과거 외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수하바타린을 새로운 총리로 선출하
였다.
그러나 2010년 4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에서 1만 명 이상의 시위자
들이 의회 해산을 요구하였다. 2008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수가 참석한 시
위는 평화적인 성격을 띠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몽골인민혁명당과 몽골민주
당이 2008년 의회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반부패 조
치를 채택하며 천연자원 이용 수익을 잘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세력
연합’ 지지자들은 내각 사퇴 및 국회(국가대회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부는 이러한 요구를 위헌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 몽골
정부의 국내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국가에 대한 영향 여파를 극복하고,

21) 내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lopen-government.mn 참조.
22) 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서는 당시 N. 엥흐바야르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하였고, 민주당에서는 Ts. 엘벡도르
지가 입후보하였으나, 2009년 4월 8일 시민의지당과 녹색당 지도부는 모든 민주세력의 통합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고, Ts. 엘벡도르지 후보를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민주당과 함께 3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Ts. 엘
벡도르지 대통령은 현재 46세이며, 1984~89년 구소련의 리보프 군사정치연구소에서 유학, 군사 저널리즘을
전공하였고, 1990년 3월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시작되어 공산주의 통치를 종식시킨 민주주의 혁명의 주요 지
도자이자, 저명한 단식투쟁의 주도자, 탁월한 웅변가로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1995~96년에 몽골민주연
합의 지도자였고, 2000~0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총리(1998~99년,
2004~05년)를 역임하였고, 2006~08년에는 민주당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농촌의 목축업자 가정에서 태어났
으며, 슬하에 5명의 자녀가 있다. 미국의 저명한 몽골연구자인 모리스 로사비(Morris Rossabi)는 자신의 책에
서 그에 대해 “소련에서 수학하고 군사저널에서 일한 군인으로서 정직하고, 정부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
며, 체제에 맞서는 사람이다. 다른 개혁 지지자들보다 교육을 덜 받고, 멋을 덜 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카
리스마가 있고, 보통 사람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유창한 웅변가이다.…… 그는 엘리트 가정
출신의 자기 동지들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계층에 대해 호소할 줄 알았다.”고 적고 있다(Гольман М.
И.(2010), “Президент Элбэгдорж Развеял Мифы,” Азии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No. 4, pp.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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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서 상황을 안정시키며,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현 몽골 정부의 대외정책은 1994년에 수립된 국가대외정책 개념에 기초하여
이웃 및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발전을 계속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몽골은 1990년대 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한 이후
일당독재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세계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
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을 형성하였다. 현재 몽골에는 20여 개의 다양
한 정당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정당은 89년의 역사가 있는 몽골
인민혁명당, 20년의 역사가 있는 민주당이다. 이 두 정당은 지난 20년 동안
단독 혹은 연립 형태로 번갈아 정권을 통치해 왔다. 이들 이외 시민의지당,
녹색정당 등이 입법권이 있는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체제개혁 이후 지금까지 몽골이 다당제도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착시
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몽골인민혁명당과 민주주의 정파들 간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2년에 채택된 헌법에 따라 설정
된 몽골의 독특한 통치형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에서 형성된 이중권력 체제는 매우 민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정치적
긴장이 발생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몽골 국민들에 의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지받고 있으면서 서로 대립하는 당 대표자들에 의해 의회가 구성되는 것
은 정부의 업무추진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몽골인민혁명당과 민주당의 서로 모순된 입장으로 인해 몽골의 대규
모 광물산지개발 절차와 그 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수준 및 국가의
이익 배당 비율의 결정이 필요했던 새로운 지하자원법안의 논의가 매우 지
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몽골의 국내 투자자뿐만 아
니라 외국인투자자들까지 채택되기를 기대했던 이 법안이 특별한 의미를 갖
는 이유는 광물개발과 수출이 국가예산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
문이다. 당파 간 의견이 불일치한 점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당 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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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이해 관계에 의해 담합하는 행위도 상황을 더
욱 심화시켰다.23) 그 결과 몽골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채광 부문의 전
략적 산지들의 개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약속이 양 당의 선거 캠페인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다가 거의
6년만인 2009년 10월에서야 통과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에서는 1980년대 말에 점진적으로 사회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몽골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자유선거의 결과
연립정부가 구성되었고, 1992년 신헌법이 발효되었으며, 같은 해 7월 총선이
실시되면서 공산당 일당체제에서 의회공화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몽골인민
혁명당은 과거 자기 기반이 붕괴되고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위기에도 불구
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민주개혁을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었다. 이미 1990년대 중반에 몽골에서는
상당히 견고한 정치제도가 설립됨으로써 이후 각각 4차례의 의회 선거(1996,
2000, 2004, 2008년)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1997, 2001, 2005, 2009년)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권력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몽골에서의 민
주화 과정은 자체적인 전통과 세계적 경험에 기초하여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24)
일련의 정치가들은 몽골의 현존 정치제도가 매우 민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한과 자유 정도를 평가하는 프
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도 2008년 초 몽골은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몽골의 민주주의

23) 몽골 언론들은 이와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구체적인 유착 사례들에 대해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2008년 국회 활동을 종합하면서 국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를 한 당시 N. 엥흐바야르 대통령도 그러한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24) 젤레즈냐코프는 2008년 몽골에서 실시된 총선과 관련하여 발생한 ‘캐시미어 혁명’의 기도는 실패하였다고 하
였다(Железняков А. С.(2009), “Субьекты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кочевая Монголия,”
Полис. Поличические исслеодования, No. 4,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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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25) 그러나 이
와 동시에 일부에서는 몽골 경제의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핵심적인 결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몽골의 정치제도가 효율성을 갖느
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이
민주주의 원칙을 지향하는 정치제도를 설립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성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몽골을 비롯하여 1990년대 초 권위주의 체제를 탈피
한 소수의 국가들만이 실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국회 선거와 2009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심각
한 정치투쟁으로 인해 국가가 분열되고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이 야기될 것
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 요컨대 몽골의 특성을 고려한 민주주의 원칙의 준
수가 몽골의 정치제도를 한층 더 변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25) Железняков А. С.(2009), “Субьекты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кочевая Монголия,” Полис.
Поличические исслеодования, No. 4, pp.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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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1. 개혁 이후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
1990년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한 몽골은 다른 체제 전환 국
가들에 비해 비교적 개혁․개방 수준이 높았으며, 거시경제 안정이 빠르게
정착되었다. 1990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몽골 경제
의 발전과정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경제 혼란을 겪으면
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했던 ‘체제 전환 초기’(1990~95년), 지속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연평균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경제 구조조
정 가속기’(1996~99년), 물가안정, 산업생산 및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된 ‘거시경제 안정기’(2000~08년 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위기
및 회복기’(2008년 말~현재)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몽골 경제의 발전 단
계별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체제전환 초기(1990~95년)에는 경제 혼란과 주요 산업인 농업, 광업 등의
생산 감소와 높은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1993년까지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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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몽골 정부는 시장경제체제 이행에 있
어서 핵심 사항인 가격자유화, 민영화 및 민간부문 성장 등을 바탕으로 외자
유치, 금융 및 재정 개혁 등에 힘쓰기 시작했다. 특히 수입관세 제도 도입을
위한 관세법 도입 및 각종 세법 개정, 외자도입 규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외
국인투자법 도입,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등을 시행했다. 이러한 개혁이 본격
화되면서 1989년까지 4~5%의 성장을 지속하던 몽골 경제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각각 -2.5%, -5.7%, -5.4%, -4.3%라는 마이너스 성장과 심각
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26) 여기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기인하는 바,
1990년까지 받아온 소련의 원조가 1991년부터 중단되었으며, 경제상호원조
회의27)(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국가들과의 무
역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투그릭(Tugrik)의 달러대비 환율이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개혁 노력으로 1994년부터 경제가 3% 플러
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약 68%가 감소하면서,
199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2%, 인플레이션이 0.04% 등으로 경제가 비교
적 안정되어 갔다.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에 몽골 경제는 평균 3%의 GDP 성장
률을 기록했다. 1996년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전년
에 비해 낮아졌지만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1997년부터는 다시 4%대를
회복하여 1999년에는 5%를 기록했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석유탐사 및 광
산채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신규 광산법을 발표하는
등 경제발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6) 체제 전환 초기 인플레이션은 1991년 120%, 1992년 325%, 1993년 268.1%, 1994년 87.6%를 기록했다.
27) 1949년 소비에트 연방 주도로 동구권 국가들 중심으로 설립된 경제협력기구로, 몽골은 1962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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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몽골의 거시경제동향(1990~2009년) ❚

자료: Global Insight.

거시경제 안정기(2000~08년 말)의 초기에는 1999~2001년 혹독한 겨울
한파로 몽골의 주요 산업인 농목축업의 피해가 커져 2000년 GDP 성장률이
1%대에 그쳤다. 그러나 물가안정과 산업생산의 지속 증가로 다시 3% 성장
으로 회복되면서 이후 2004년 10.6%, 2007년 10.2%로 역대 최고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다양한 부
문에서의 산업생산 증가, 국가 주요 인프라 개발로 인한 건설 붐, 대외무역
량 증가, 외국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원조․지원 증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특히 2006~07년에는 몽골의 무역수지가 연평균 15~25% 이상 성장하
고, 광물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 부문이 경제의 다른 부
문으로 파급되어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을 이끌어 냈다. 이 기간 동안 광물
부문은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수출, 수입의 70%를 차지했으며, 건
설, 금융서비스, 소매 부문에 대한 성장 유발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몽골은
2008년 말까지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중국의 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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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나, 그해 말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
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락, 세계 경기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2007년보다 다
소 낮은 8.9%를 기록했다.
경제위기 및 회복기(2008년 말~현재)는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의한 심각한 경제침체와 2010년부터 시작된 경제회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08년 말 이후 2009년 말까지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
로 인해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국제 구리 가격28) 및 캐시미어 가격 하락과 광물 부
문의 수출과 투자 감소, 건설경기의 위축, 무역수지 적자는 몽골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2008년 몽골의 재정수입은 광업 부문의 호조에 따라 전년대
비 29% 증가했으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GDP
대비 4.9%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를 기
록하였다. 또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투그릭의 대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였
으며, 국가예산이 절감되어 정부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 정부는 2009년 국가예산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결국 몽골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제금융기관들과 러시아, 중국 및 다
른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 IMF와 2억 2,400만 달
러의 대기성차관협정(Stand-by-Agreement)을 체결하여 금융지원을 받게 되
었다. 그러나 2009년 몽골의 재정수지적자폭은 GDP 대비 5.4%로 확대되었
고, 투그릭화에 대한 달러 환율이 급속히 절상되었다. 2009년 은행 부문의
부실 대출자산이 2.4배 증가하며, 주요 은행이 파산하고 유동성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몽골 정부는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을

28) 2008년 4월 1톤당 8,685달러 93센트였던 구리 가격이 2009년 1월 3,072달러 98센트로 무려 2.8배나 하락한
결과 2009년 2월 몽골의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5.9%나 감소하였다.

39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

제정하는 등 2010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5%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
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재정 부문에서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과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도움을 받아 ‘극빈층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줄여가고 있다. 2009년에 몽골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8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표 3-1. 몽골의 최근 거시경제지표 ❚
항

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명목 GDP(10억 달러)

2.34

3.20

4.11

5.16

4.21

실질 GDP 증가율(%)

7.25

8.56

10.22

8.90

0.50

1인당 GDP(달러)

916.1

1,256.2

1,572.3

2,081.4

1,690.3

소비자물가상승률(%)

12.72

5.10

9.05

25.06

8.50

경상수지(10억 달러)

0.03

0.222

0.265

-0.687

-0.291

재정수지(GDP대비%)

2.6

3.3

2.9

-4.9

-5.4

외채(10억 달러)

1.31

1.41

1.53

1.61

1.94

외환보유고(10억 달러)

0.33

0.71

1.00

0.64

1.25

1,221.0

1,165.0

1,170.0

1,267.5

1442.8

환율(투그릭/달러)

자료: Globla Insight(2010.5); ADB(2010.4); IMF, Worldbank database; 몽골상공회의소.

2010년에 들어와서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 노력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
복되고 있다. 특히 세계 경기회복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물자
원 개발 붐과 더불어 건설 부문의 회복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나타나
는 등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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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는 2010년 몽골의 실질 GDP 성장률을 7%, IMF는 7.2%로 전망하고
있으나, 몽골 정부관계자들은 실제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0년에 연금과 임금이 30% 인상될 예정이어서 20%로 예상되는 인플레
이션 억제가 해결해야 될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9) 이와 더불어 미래
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현재 구리, 금 등 광물자원 수출에 따
른 수입 가운데 일부분을 ‘안정화기금’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
에 제출한 상태인 바,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30)
다수의 전문가들은 몽골의 GDP가 향후 5년 내에 2배로 늘어나고, 10년
내에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1) 왜냐하면 ‘오유톨고
이’와 ‘타반톨고이’ 등 몽골의 대규모 광산과 더불어 다른 광물자원개발 프
로젝트들도 추진되고 있어,32) 4~5년 후에는 몽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20%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몽골의 산업구조와 특징
가. 산업구조 개황
[그림 3-1]에 나타난 것처럼 몽골의 GDP 구성을 살펴보면 광업 및 채굴
업이 약 30%, 농목축업이 약 20%를 차지하는 등 두 부문이 몽골 경제를

29) 최근 몽골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 수립과 더불어 ‘네덜란드 병’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법’을 제정할
예정이다(몽골재무부 B. Bazarsuren 국장과의 인터뷰, 2010. 5. 5, 울란바토르).
30) L. Dashdorj 몽골 대통령 자문관과의 인터뷰(2010. 5. 6, 울란바토르).
31)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spiring Mongolia, Spring 2010, p. 8.
32) 오랫동안 협상을 끌어오던 오유톨고이 광산개발 문제가 2009년 10월 몽골 국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몽골 정부와 아이반호-리오틴토(Ivanhoe-Rio Tinto)사가 장기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가 현
저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톨고이 광산개발을 위해 계획된 약 50억 달러의 투자는 몽골 GDP 규모와
유사할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몽골의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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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고 있다. 도소매업과 물류, 통신, 금융 등과 같은 서비스업의 총비중도
2008년 기준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2차 산업인 제조업과 가공업 및 공
업 부문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그림 3-2. 최근 몽골 GDP의 주요 구성(2005~08년) ❚
(단위: %)

주: 기타에는 공공행정 및 국방, 금융서비스, 전력 및 가스난방수도 공급, 호텔 및 요식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몽골통계청.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크게 광업, 제조업, 에너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
다(그림 3-2 참고). 산업생산의 대부분은 광업이며 2004~06년간 몽골의 광
산지개발 붐에 따라 생산량도 총산업생산의 평균 67%를 차지하면서 몽골의
주요 산업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광업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총산업생산 가운데 광업은 2008년에 약 60%, 2009년에
65.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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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몽골 산업생산의 부문별 구성(1999~2008년) ❚
(단위: %)

주: 제조업 부문에는 식품가공, 섬유, 가구 및 화학제품 제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몽골통계청.

나. 부문별 현황과 특징
1) 광업
몽골은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이면서 80여 종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석탄, 구리, 몰리브덴, 금, 형석, 석유 등이 주요 전략 광물로 인식되고
있다. 매장량 기준으로 형석은 세계 3위, 구리 13위, 석탄 10위, 몰리브덴
11위, 우라늄은 14위를 기록하고 있다(표 3-2 참고).
❚ 표 3-2. 몽골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
광물명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석탄

천톤

6,794

8,256

7,885

9,560

9,692

10,936

정광
구리

전기동

톤

130,000 126,547 129,693 130,160 126,796 116,700
2,376

2,475

2,618

3,007

2,587

2,259

형석

천톤

354

367

393

381

335

399

금

kg

19,240

24,120

22,561

17,473

15,184

9,148

매장량
1,750억 톤 이상
(세계 10위)
5억 5,000만 톤
(세계 13위)
5,900만 톤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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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계속 ❚
광물명
몰리브덴
석유
은
우라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천톤

1,141

1,188

1,404

1,978

1,900

2,187

천 배럴 216
201
369
913
1,174
kg
28,000 28,000 28,000 28,100 28,890
-

-

-

-

-

-

-

매장량
5억 4,000만 톤
(세계 11위)
50억 배럴
6만 2,000톤
(세계 14위)

자료: USGS(2008), Minerals Yearbook, Mongolia.

2009년 광업 부문은 몽골 GDP의 30.3%, 총산업생산의 65.5%, 전체 수
출의 88.2%를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몽
골의 광물별 수출 비중을 보면 구리 26.4%, 금 17.7%, 유연탄 16% 등이
며, 외국인투자 비중은 중국 66.8%, 캐나다 14.5%, 러시아 3.7%, 미국
1.7%, 그리고 한국이 1.2%를 차지했다.
몽골의 광산개발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송 등의 문제점으로 국제 투
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외자에 의한 탐사 및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광
업 부문 등록 기업 수는 722개 사로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은 323개 사, 상
장기업은 29개 사로, 총고용규모는 약 45,9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몽골 정
부도 이 분야를 전략적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광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고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MEG(Metals Economic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광물자원탐사 지출 비용 총액 중 4%가 몽골
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이는 세계 10위권 수준에 달하는 수치이다. 현재까지
도 국토의 75%가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발 지역으로 향후 잠재적 가
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개발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에너지자원 개발 프로젝트로 석유와 석탄 개발, 둘째,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로 우라늄과 구리에 대한 개발, 셋째는 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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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로 발전소 및 전력 계통망 개보수․확장, 넷째는 이 분야와 관
련된 수송 인프라 구축이다. 이 분야의 활성화와 몽골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을 보완하기 위해 채굴 및 개발뿐만 아니라 발전 설비, 제련, 가공 등의 산
업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투자 확대 및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련 인프
라 구축을 위해 관심 있는 국가들과33) 국제개발금융기구로부터의 투자를 적
극 유치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1997년 6월 광물법(Minerals Law)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켜 왔으나, 2006년 7월 이 법을 개정하여 정부 통제를
확대하고,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전략광산34) 지정, 라이선스의 국회
승인 요구, 채굴료율(Royalty) 인상,35)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s Tax)
부과,36) 탐사권과 개발권 조정, 탐사료 부과 등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몽골
정부는 특히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연간
생산규모가 몽골 GDP의 5% 이상이 되는 전략광산을 1차로 15개 지정하여,
정부의 예산투입 정도에 따라 일정 지분(34～50%)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하
였다(표 3-3 참고). 또한 몽골 정부는 광업 부문에 대한 지나친 투자를 지양
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전략광산 개발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보유지분의 10% 이상을 몽골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몽골 정부는 추가로 30개 이상의 광산을 전략광
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전략광산의 국가 지분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33) 현재 철도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발하며, 남부 고비지역 광산 개발을 위해 중국, 일본, 한국 기업
들이 관련 사업 계획안을 제출하여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 철도 부설을 통해 고비지역과 여타 다른 지역 및
기존의 간선철도 간 노선 확충 시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4) 시장수요가 많은 광종으로 국가안보, 국가 및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 또는 연간 생산 및
생산 가능 규모가 GDP의 5% 이상이 되는 광산을 말한다.
35) 2.5%에서 5%로 대폭 인상했으며 석탄은 2.5%를 유지하였다.
36) 구리와 금에 대하여 시행되었으며, 구리 가격이 톤당 2,600달러, 금 가격이 온스(ounce)당 500달러 이상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68%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 초과이윤세는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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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몽골의 15개 전략광산 및 주요 투자기업 현황(2009년 말 기준) ❚
전략광산

타반톨고이
(Tavan Tolgoi)

오유톨고이
(Oyu Tolgoi)

광물

석탄

구리, 금

매장량

주요 투자 또는 투자 관심 기업

65억 톤

Bazovy Element(러), Itochu(일),
Mitsubishi(일), Peabody(미),
Energy(미), Shenhua(중),
Rio Tinto(호주), Vale(브라질),
Jindal(인도네시아), 한국컨소시엄 등

광석 27억 톤
(구리 2,540만 톤,
금 1,028톤)

Ivanhoe Mines(캐나다),
Aluminium Corporation of China
(Chinalco)(중)

토모테이(Tomortei)

철

광석 2억 2,930만 톤
(철 51.15%)

보로(Boroo)

금

광석 2만 4,500톤
(1톤당 1.6g의 금)

Centerra Gold Inc.(캐나다)

광석 28,868톤
(산화우라늄 0.175%)

도르노드(dornod)

우라늄

나린수카이트
(Nariin Sukhait)

석탄

1억 2,550만 톤

Ninhua-Mak Nrlin Sukhait Co.
(중․몽)

바가누르(Baganuur)

갈탄

6억 톤

Government Coal Mining
Enterprise

시비오부
(Shivee Ovoo)

갈탄

6억 4,620만 톤

Government Coal Mining
Enterprise

챠간수바가
(Tsagaan Suvarga)

구리,
몰리브덴

산화물 1,064만 톤
(동 0.42%, 몰리브덴
0.011%)
황화물 2억 4,100톤
(동 0.53%, 몰리브덴
0.018%)

에르데넷(Erdenet)

구리,
몰리브덴

광석 12억 톤
(동 0.51%, 몰리브덴
0.012%)

마다이(Mardai)

우라늄

광석 1,104톤
(산화우라늄 0.119%)

거반불라그
(Gurvan Bulag)

우라늄

광석 16,073톤
(산화우라늄 0.152%)

부렌칸(Burenkhaan)

인

광석 1억 9,224톤
(오산화인 21.2%)

토모테인오부
(Tomortein Ovoo)

아연

광석 7만 7,000톤
(아연 11.5%)

아스갓(Asgat)

은

Erdenet Mining Corp.(러․몽)

CNNC International(중) 매각

광석 6만 4,000톤
(1톤당 351.08g의 은)

자료: Monoglian Investment Seeking Projects(2010), BMI Monoglia Mining Report, Quartery 2.

46│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이처럼 몽골에서 대두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와 이에 따른 몽골 정부의
광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외국투자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했고, 특히 정부 지분
율 문제로 타반톨고이 같은 주요 전략광산들의 개발이 현재까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8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몽골 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해 현 정부의 광업 관리 및 통제 능력을 유지하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광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
법인세, 초과이윤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외국인투자를 적
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바
탕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기술 이전, 사업 지식 및 경험, 경영관리 능력 등을 습득하여 몽골
내 중소기업 위주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농목축업
몽골은 광업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지만 광업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
바로 농목축업이다. 특히, 농목축업 중 목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
으로 목축업의 개발 잠재성이 매우 높고, 가축수가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많아 이와 관련된 낙농업, 식품가공업, 가죽 및 의류산업 등으로의 발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말 기준 농목축업은 총산업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2008년
31.4%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겨울 한파와 여름 이상기온 등으로 피해가 커져 점차 감소
추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2002~10년간 ‘식량안보와
영양 증진(Food Security and Nutrition)’이라는 장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하여 곡물과 목축업 관련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몽골의 농경지는 2008년 기준 1억 1,582만 헥타르로 이 중 작물재배 면
적은 83만 5,700헥타르이다. 이는 몽골 총면적의 0.7%에 지나지 않는 수치

47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

이며, 대부분은 목초지로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곡식
재배 면적은 15만 4,000헥타르, 감자 1만 2,300헥타르, 채소 6,400헥타르,
사료 5,500헥타르로, 전년대비 각각 26.4%, 7.2%, 4.5%, 12.4% 증가하면
서 같은 작물에 대한 경작 또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3-4. 몽골의 농경지 이용 현황 ❚
(단위: 천 헥타르)

구분
농경지
(Agricultural Land)
농작물 재배지
(Agricultural areas)
목초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5,232.6

116,037.7

115,992.8

115,824.7

113,449.4

114,248.2

114,207.3

114,144.1

112,752.4

113,550.4

113,502.8

113,308.4

작물 재배지

697.0

697.8

704.5

835.7

경작지(Sown area)

189.5

162.0

202.7

192.5

곡류

159.1

126.2

121.8

154.0

감자

9.8

10.7

11.5

12.3

채소

5.9

5.9

6.1

6.4

사료작물

5.2

3.9

4.9

5.5

자료: 몽골통계청.

2008년 수확량은 곡류 총합이 21만 2,900톤인데 이 중 밀이 20만 9,800톤
으로 98.5%를 차지하고 있고 보리와 귀리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다. 감자는 13만 4,800톤, 채소 7만 8,600톤, 사료작물 1만 9,900톤을 수
확했다. 전년대비 곡식, 감자, 채소는 각각 85.5%, 17.7%, 3.2% 증가해 곡
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수확량 증가는 2008년 몽골 정부가 시행한 ‘제3차 황무지
개간 캠페인(The Third Wilderness Campaign)’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골 정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곡물 생산량을 전년대비 13만 톤
이상 증가시키고 국내 채소 수요의 55%와 감자 수요의 95%를 국내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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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 충족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농업기술 향상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몽골의 중북부 지역에서 집중
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8년에 21만 2,900톤의 곡물과 채소류의 54.9%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몽골 정부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감자는
79.2%만 국내 생산으로 공급되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 표 3-5. 몽골의 곡물 재배 현황 ❚
(단위: 천 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곡류 총계

75.5

138.6

114.8

212.9

밀

73.5

127.8

109.6

209.8

보리

1.0

8.3

3.9

1.4

귀리

0.5

1.8

1.0

1.2

감자

82.8

109.1

114.4

134.8

채소

64.2

70.4

76.4

78.6

사료작물

8.3

10.2

14.1

19.9

구분

자료: 몽골통계청.

곡물 부문은 농업 생산 가운데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문이며, 6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주요 분야로 국가 차원에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
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농작물 생산 증대 캠페인은 1959년과 1976년 두
차례에 걸쳐 구소련의 기술과 정책적 지원을 받아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파
종지가 120만 헥타르에 달해 몽골 내에서 자급자족 문제가 해결되었다.
현재 몽골의 곡물 생산은 100% 민간으로 전환되었으며, 1,110개의 가구
및 조직 등이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290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지원자, 960대
의 트랙터, 526개의 콤바인 등이 있으나 70% 정도가 1990년대 이전에 사
용되었던 매우 낡은 기계들이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몽골 정부는 이 분야
지원을 위해 11조 7,000억 투그릭을 지원하여 기계 노후화 해결 및 기술 개
선, 관개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사용했다. 그 결과 경작 가능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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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헥타르 증가했지만 기후온난화, 겨울 한파, 농가 금융지원 및 전문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 정부는 농업 발전을 위한
‘제3차 황무지 개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2009년도에 곡물 39만 1,700톤,
감자 15만 1,200톤을 생산하여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84%, 12.2% 증가
했다. 곡물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무상원조를 통해
지원받아 충당하고 있다.
한편 목축업은 농목축업 분야에서 2008년 말 기준 84.3%를 차지하고 있
는 몽골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몽골 인구의 39.9%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
고, 축산 생산이 몽골 국민의 주요 식량공급원이다.37)
2009년 말 기준 총가축 수는 4,402만 3,900마리이고, 이 중 낙타 27만
7,100마리, 말 222만 1,300마리, 소 259만 9,300마리, 양 1,927만 4,700마
리, 염소 1,965만 1,500마리로, 염소가 44.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양이
43.8%를 차지했다. 총가축 수는 전년대비 1.7% 증가했는데, 가축 종별로는
낙타 4%, 말 1.6%, 소 3.8%, 양 5%가 증가했고, 염소는 1.6% 감소했다.

❚ 표 3-6. 몽골의 가축 수 추이 ❚
(단위: 천 마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계

30,398.8

34,802.9

40,263.8

43,288.5

44,023.9

낙타
말

254.2

253.5

260.6

266.4

277.1

2,029.1

2,114.8

2,239.5

2,186.9

2,221.3

소

1,963.6

2,167.9

2,425.8

2,503.4

2,599.3

양

12,884.5

14,815.1

16,990.1

18,362.3

19,274.7

염소

13,267.4

15,451.7

18,347.8

19,969.4

19,651.5

자료: 몽골통계청.

몽골은 연간 평균 2만 2,100톤의 양모와 6,600톤의 캐시미어, 1,200톤의

37) 김지호(2010), ｢몽골 축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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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모, 17만 400톤의 고기, 750만 개의 가죽, 3억 3,500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총생산 중 양모의 41.4%, 캐시미어의 77.6%, 고기의 12.9%
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몽골 정부는 축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국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축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러시
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로부터 순종의 가축들이 수입되면서 종자 개량 및
축산품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고,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증
가하고 있다.
목축업의 경쟁력 증가는 관련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를 가져왔는데
2008년에는 39조 8,000억 투그릭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전년대비 식품
가공 생산이 19.1% 증가했다. 연간 7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식품가공에
사용하여, 20만 톤 이상의 고기를 생산한다. 이 중 30%가 소고기, 40%가
양고기, 15%가 염소고기, 15%가 말고기이다. 생산된 고기 중 연간 1만 톤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그중 97%가 러시아로 수출된다.

❚ 표 3-7. 식품 생산을 위한 가축 수 및 고기 생산량 ❚
구분
낙타
말
소
양
염소
총계
낙타
말
소
양
염소
총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식품(food) 생산을 위해 사용된 가축수(천 마리)
33.3
33.4
29.6
25.7
317.6
324.5
277.8
281.6
454.2
389.2
367.6
402.3
3204.3
2918.2
2896.1
3562.2
2395.5
2618.8
2326.9
2740.7
6404.9
6284.1
5898
7012.5
가축 종별 고기(meat) 생산량(천 톤)
7.5
6.1
6.1
5.3
41.2
42.1
31.9
29
52.3
48.6
44.2
46.6
66.8
57.9
55.4
68.4
31.5
37.7
33
38.6
199.3
192.4
170.6
187.9

2008년
32
312.5
459.5
4076.7
3404.4
8285.1
6.8
39.7
54.2
73.9
48.1
222.7

자료: 몽골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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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산업
몽골은 광활한 초원과 고비사막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수많은 역사 유적
을 보유하고 있으며 칭기즈칸의 대제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자부심과 관련
유적들, 유목민 특유의 전통 문화 및 야생생활 등이 존재하는 세계 각국의
이목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구소련 국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개방 이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몽골을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연간 15~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몽골에 200개 이상의 여행 관련
기업, 320개의 호텔, 200여 개의 관광지가 있으며, 몽골 정부도 정책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 및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관광산업은 향후 발전 잠재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표 3-8]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관광객 입․출국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에 몽골 관광객은 입국자 수 기준 총 46만 8,797명으로 전년대
비 3.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21만 7,1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11만 955명, 한국 4만 3,750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러시아 관광객이 11.3% 나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 표 3-8. 최근 몽골의 관광 목적 입국자 및 출국자 수 ❚
(단위: 명)

구분

입국자 수
2006

2007

출국자 수

연도

2005

총계

344,688 408,490 454,762 468,797 338,561 401,597 456,347 470,443

2008

2005

2006

2007

2008

중국

171,422 164,055 212,158 217,127 166,064 164,546 212,280 218,044

러시아

62,151

83,580

99,662 110,955

62,110

80,358 100,695 110,623

한국

30,910

55,910

44,204

43,750

31,173

53,407

44,814

44,097

기타

20,238

28,797

26,623

26,516

20,031

27,175

26,571

26,857

일본

13,014

20,143

17,307

15,036

12,869

20,263

17,365

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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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계속 ❚
(단위: 명)

구분

입국자 수

출국자 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미국

10,234

11,570

12,342

12,663

10,587

11,276

12,322

12,521

독일

8,204

8,296

8,332

8,085

7,625

8,452

8,378

8,159

영국

5,224

5,633

6,743

6,808

5,237

5,547

6,770

6,946

프랑스

5,843

5,878

6,357

6,714

5,717

5,778

6,310

6,693

카자흐스탄

4,044

3,969

4,922

5,493

3,825

4,255

4,798

5,590

호주

3,465

4,074

4,514

4,491

3,413

4,084

4,496

4,593

네덜란드

2,681

9,201

3,392

3,267

2,803

8,913

3,367

3,291

캐나다

2,320

2,438

2,443

2,681

2, 332

2,451

2,384

2,720

스위스

2,248

2,242

2,591

2,393

2,120

1,890

2,625

2,398

스웨덴

1,927

1,786

2,117

1,900

1,918

2,213

2,102

1,886

덴마크

763

918

1,055

918

737

989

1,070

913

자료: 몽골국경보호위원회(Border Protection General Board of Mongolia).

몽골 정부는 개방 이후 EU와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관광산
업 육성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1998~99년간 ‘몽골 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실행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정부 투자와 육성정책으로 세계적인
관광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관광산업은 2005년부터 2억 1,000만
달러의 국가 수익을 내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국제기구
및 영국, 독일,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등과 협력하여 세계관광박람회를
개최했고, 2003년은 ‘몽골 방문의 해(Year of Visiting Mongolia)’로, 2004년은
‘몽골 발견의 해(Year of Discover Mongolia)’로 지정하여 세계 각국에 홍
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관련 서비스 산업 증진,
몽골 역사 유적지 보존, 사회안전망 확보 등과 같은 국내적으로도 긍정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몽골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덜 알려졌던 몽골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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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관광(Ecotourism)’ 전략을 내세워 국내적으로 친환경 유지, 자연보호,
인프라 건설, 인적자원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
각 분야 성장 및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외
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4) 정보통신산업
최근 5년 동안 몽골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활발한 외국인투자 및 관련 분야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들
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몽골 정부는
2004년에 정보통신부, 에이전시,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Socio-Economic)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
했다. 이를 통해 정부, 입법, 비즈니스, 국가경제, 사회, 민간 등 전 부문에
걸쳐 정보통신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10년까지 정보
통신 발전구상(The Concept of Development of ICT until 2010), 2021년까지
정보통신의 전 지역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Rural Communication), E-몽골(E-Monoglia) 등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 국
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3-9. 몽골 정보통신 관련 주요 지표 ❚
구분
정보통신 서비스 수익
(백만 투그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8,393.3

173,499.7

246,801.4

343,405.0

160.5

156.6

149.6

151.6

63

61

57

57

전화선(천 개)
인구 천 명당 전화선(개)
TV 보급 수(천 대)

케이블TV 사용자 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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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363

400

454

77,277

81,808

89,689

101,332

❚ 표 3-9. 계속 ❚
구분
휴대폰 사용자 수(천 명)
무선전화기수(대)
위성 사용자(명)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개)
인터넷카페(개)
인터넷 사용자(천 명)
컴퓨터(대)
인구 천 명당 컴퓨터 수(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71

771

1,175

1,746

23,003

45,111

25,123

35,404

300

258

378

417

26

24

34

30

115

105

105

110

22

26

30

42

85,000

99,606

119,527

150,963

33

39

46

57

자료: 몽골정보통신우편국(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st Authority).

[표 3-9]는 몽골 내 정보통신 관련 주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수익은 2005년 대비 2008년 167배 이상 증가하면서, 짧은 기간 동
안 이 분야의 발전 성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정보통신산
업에서 주요한 특징은 무선통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수익의 80% 이상이 무선통신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다.38) 특히 휴대폰,
TV, 케이블방송, 컴퓨터 등의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기술을 지닌 외국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현재 통신시장 최대
투자자는 일본으로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관련 기업으로는 무선통신 부문에 Mobicom, Skytel, Unitel, G-mobile
등의 4개 사업자가 있으며, 인터넷 부문에 CitiNet을 비롯 14개 사업자가
있다.

5) 전력산업
몽골의 전력 부문은 최근 광업 부문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등으

38) 주몽골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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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중요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
다. 크게 몽골의 에너지시스템은 중앙 에너지시스템(CES: Central Energy
System), 서부지역 에너지시스템(WES: West Energy System), 동부지역
에너지시스템(EES: East Energy System)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CES
는 화력발전을 이용해 최대 802MW 규모의 전력을 울란바토르시 전역과 11개
의 아이막(道) 또는 총인구의 40%에 공급할 수 있으며, WES는 12MW 규
모의 수력발전소인 러시아 에너지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EES는 소량을 공
급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시스템이다.

❚ 표 3-10. 몽골의 전력 생산 및 소비 현황 ❚
(단위: 백만kwh)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발전량

3,586.4

3,712.5

3,896.1

4,198.2

총생산

3,418.9

3,544.2

3,700.7

4,000.6

167.5

168.3

195.4

197.6

총공급량

3,586.4

3,712.5

3,896.1

4,198.2

산업 및 건설

1,569.1

1,627.0

1,745.6

1,918.1

교통 및 통신

105.8

109.4

117.3

128.7

27.5

24.3

26.1

32.6

가정 및 공동주택

609.3

629.2

694.6

742.3

기타

222.3

229.9

245.5

271.5

손실분

419.7

442.3

442.4

435.9

발전소 내부 사용량

620.8

629.6

614.5

653.2

11.9

20.8

10.1

15.9

항목

수입

농업

수출
자료: 몽골통계청.

몽골 국내에서 생산된 전력과 수입한 전력을 모두 합쳐서 2008년에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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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만kwh가 몽골 전역에 공급되었다. 이 중 산업 및 건설 부문의 소비가
가장 많은 45.7%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손실분과 발전소 및 공급소 내
부 소비량이 많아 전력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
내 총 7개 석탄화력발전소는 열병합발전이며(표 3-11 참고), 앞에서 언급된
세 개의 시스템에 의해 운반․공급된다. 전력공급망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서는 소형 디젤발전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목민의 경우에는 소형 태
양광발전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 표 3-11. 몽골 열병합발전소(CHP: Combined Heat and Power) 현황 ❚
열병합
발전소

설치용량
(MWe)

유효용량
(MWe)

보일러
(MWth)

지역난방
((MWth)

industrial
steam(MWth)

UB 제2발전소

21.5

17.6

80

43

58

UB 제3발전소

148.0

105.1

1,448

562

105

UB 제4발전소

540.0

432.0

2,450

918

29

다르항

48.0

38.6

477

210

49

에르데넷

28.8

21.0

318

140

24

CES 소계

786.3

614.3

4,773

1,873

265

초이발산

36.0

29.5

397

130

22

6.0

5.0

38

8

-

828.3

648.9

5,208

2,011

297

달란자드가드
총계
자료: 외교통상부.

몽골 전력산업의 경우 전력공급 시스템은 송전회사가 발전회사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구매하여(SBM: Single Buyer Model) 배전회사에 판매하는 구
조이나 향후 경쟁 확대와 전력공급의 질 제고를 위해 구매계약 방식
(wholesale contract market)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전력생산 및 관리 시스템에 시장원칙을 도입하고 향후 전
략적 투자자에게 입찰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크타임 전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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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빈번하며 요금도 낮은 수준이다. 적정 요금은 0.079달러/kw/h 수준이
나 가정은 0.047~0.062, 회사는 0.047~0.079 수준이다.

6) 건설산업
건설 부문에는 주로 몽골의 국가발전전략 및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10만 가구 아파트 건설, 도로 및 철도 등과 같은 인프라 건설, 학
교 및 병원 등과 같은 사회 시설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건설 부문의 생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간 성장률 및 산업생
산 중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외국인투자 유
치나 몽골의 전략산업인 광업 부문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통 인프라이고, 국민 복지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 병원, 집 등의
건설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몽골 경제에서 건설 부문이 차
지하는 중요도와 산업생산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표 3-12. 몽골 경제에서의 건설 부문 ❚
(단위: 백만 투그릭,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설 및 수리보수 총액

185,296.7

266,832.1

389,358.3

440,277.7

몽골기업에 의한 건설 활동

148,054.6

233,190.3

364,404.4

416,032.5

몽골과 외국 합작기업에 의한 건설

15,503.4

32,087.8

34,150.1

29,225.5

외국기업에 의한 활동

37,242.1

33,641.8

24,953.9

24,245.2

국내총생산 중 건설 부문

58,835.2

63,187.7

78,600.8

88,897.5

15.6

5.1

8.5

-8.7

2.5

2.1

2.2

2.0

구분

국내총생산 중 건설 부문 성장률
산업생산 중 건설 비중
자료: 몽골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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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건설 및 수리보수에 투입된 비용은 4억 4,028만 투그릭으로 해마
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중 94.5%가 몽골 국내기업이 담당하
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450여 개의 건물이 공정 65% 수준
에서 중단되는 등 투자재원 부족과 현지 업체의 낮은 기술 수준으로 건설사
업이 지체되기도 했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건설 부문의 경기가 다
시 살아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기업들이 몽골 건설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
며, 한국기업들 외에도 일본, 홍콩, 캐나다 기업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
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주로 도로 건설 및 보수, 발전소 공사 등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규모 차관 제공을 통해 건설 분야에 대한 진출을 확대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골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의 일환
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 등의 공사에 엔지니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하면서 활발히 몽골의 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3.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가. 대외무역 현황39)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몽골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체
제 전환 초기인 1990년 15억 8,470만 달러였던 몽골의 대외무역은 1991년
7억 890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55.3%나 감소한 이래, 1999년까지 두 해
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1999년 몽골의
대외무역량은 1990년 수준의 4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1991년 1월

39) 한국과 몽골의 통계상 기준이 달라서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중 교역 부문 통계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양국의 통계 수치는 FOB, CIF, 비공식 거래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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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을 기해 몽골의 주요 교역 파트너였던 사회주의 경제상호원조회의가 해
체되고,40) 동년 12월에는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전통적인 시장을 상실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데다 시장경제체제 전환 초기의 심각한 경제위기
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몽골의 경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몽골의 대외무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
었다. 실제로 몽골의 GDP 규모는 2002년에서야 1990년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41) 2004년 몽골의 교역 규모는 체제 전환 초기의 수준을 넘어섰고,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61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1990년보다 약
3.9배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표 3-13 참고). 몽골은 지속적으로 대외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에는 사상최대인 10억 7,65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42)
❚ 표 3-13. 1990~2009년간 몽골의 대외무역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교역량
금액
증감률
1,584.7
-11.2
708.9
-55.3
806.7
13.8
761.7
-5.6
626.0
-17.8
899.3
43.7
875.2
-2.7
919.8
-5.1
789.2
-14.2
761.4
-3.5

수출
금액
660.7
348.0
388.4
382.6
367.5
511.6
424.3
451.5
316.8
335.6

수입
증감률
-4.1
-47.3
11.6
-1.5
-4.0
39.2
-17.1
-6.4
-29.8
5.9

금액
924.0
360.9
428.3
379.0
258.4
387.7
450.9
468.3
272.4
425.8

증감률
-15.7
-60.9
15.9
-9.4
-31.8
50.0
16.3
3.9
0.9
-9.9

무역수지
-263.3
-12.9
-39.9
3.6
109.1
123.9
-26.6
-16.8
44.4
-90.2

40) 몽골의 대외무역의 97%가 경제상호원조회의 국가들과 이루어졌다.
41)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Draft)(2007),
Ulannbataar, p. 10.
42) 특히 2008년에는 몽골의 수입 증가율이 전년대비 166.6%를 기록했는데, 이는 건설경기 호황, 광산개발에 따
른 장비수입 증가,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재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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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3. 계속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교역량
금액
증감률
1,080.6
41.9
940.0
-13.0
1,214.7
0.1
1,387.5
14.2
1,864.9
34.4
2,200.0
16.5
3,018.0
34.2
4,006.3
32.3
6,155.0
49.4
4,033.9
-30.2

수출
금액
466.1
385.2
524.0
600.2
853.3
1,053.7
1,528.8
1,889.0
2,539.3
1,902.6

수입
증감률
38.9
17.4
-3.9
14.5
42.2
21.2
43.6
22.4
130.3
-24.9

금액
614.5
554.8
690.7
787.3
1,011.6
1,148.7
1,489.2
2,117.3
3,615.8
2,131.3

증감률
44.3
-9.7
3.3
14.0
128.5
12.5
25.7
42.5
166.6
-34.3

무역수지
-148.4
-169.6
-166.7
-187.1
-158.3
-95.0
39.6
-228.3
-1,076.5
-228.7

자료: 몽골상공회의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 몽골의 대외무역은 40억 3,390만
달러로 전년대비 30.2%나 줄어들었다. 이때 몽골의 수출은 19억 260만 달
러, 수입은 21억 3,163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24.9%, 34.3%
감소하였고, 2억 2,87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9년 기준 몽골은
총 72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 73.1%, 캐나다 7.8%, 영국
6.7% 등 3개국이 81.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룩셈부르크(3.9%),
러시아(3.4%)가 따르고 있다(표 3-14 참고). 2008년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줄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영국, 러
시아, 독일에 대한 수출도 조금씩 증가했다는 것이다.

❚ 표 3-14. 2007~09년간 몽골의 국가별 수출 현황 ❚
순위

국가

1
2
3
4

합계
중국
캐나다
영국
룩셈부르크

2007년
1,888,979.8
1,400,127.0
178,491.6
17,849.8
3,742.9

수출(천 달러)
수출 비중(%)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539,265.0 1,902,587.6
100
100
100
1,631,301.8 1,390,775.4 74.1208 64.2430 73.0991
131,089.8
147,480.9 9.4491 5.1625 7.7516
165,824.5
126,832.9 0.9449 6.5304 6.6663
161,961.0
73,600.0 0.1981 6.3782 3.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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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 계속 ❚
순위

국가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한국
미국
일본
스위스
카자흐스탄
프랑스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쿠바
인도
카타르
베트남
오스트리아

2007년
57,317.1
56,677.3
10,406.2
40,631.5
64,467.7
14,437.0
1,755.7
674.5
5,218.7
6,575.1
1,565.1
0.5
1,547.3
320.0
558.8

수출(천 달러)
2008년
84,629.5
42,218.3
11,257.4
29,891.7
110,650.4
27,589.0
2,081.3
716.0
30,274.2
5,173.7
1,089.4
466.9
435.5
880.0
567.4
1,171.4

수출 비중(%)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64,197.0 3.0343 3.3328 3.3742
31,432.2 3.0004 1.6626 1.6521
15,564.3 0.5509 0.4433 0.8181
14,821.8 2.1510 1.1771 0.7790
13,745.1 3.4128 4.3575 0.7224
4,564.0 0.7643 1.0864 0.2399
2,815.6 0.0929 0.0819 0.1480
2,373.7 0.0357 0.02819 0.1248
2,231.6 0.2763 1.1922 0.1173
2,109.3 0.3481 0.2037 0.1109
1,493.2 0.0829 0.0429 0.0785
1,066.1 0.0000 0.0183 0.0560
1,023.6 0.0819 0.0171 0.0538
882.9 0.0169 0.0167 0.0464
856.7
0.0223 0.0450
638.7 0.0296 0.0461 0.0336

자료: 몽골상공회의소.

한편 2009년 기준 몽골은 총 108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몽골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50.4%)이고, 그다음이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42.7%)이다. 이처럼 몽골 총수입의 93.1%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이 차지하고 있다.

❚ 표 3-15. 2007~09년간 몽골의 국가별 수입 현황 ❚
순위
1
2
3
4
5
6

국가
합계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수입(천 달러)
수입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117,303.0 3,615,832.6 2,131,308.8
100
100
100
732,114.7 1,244,538.8
769,568.6 34.5777 34.4191 36.1078
661,865.1 1,182,599.5
532,067.3 31.2598 32.7061 24.9643
116,358.4 194,594.8
155,089.0 5.4956 5.3817
7.2767
58,090.1 156,687.7
103,641.5 2.7436 4.1582
4.8628
126,273.4 238,855.9
97,002.1 5.9639 6.6058
4.5513
73,381.9
93,339.4
67,925.2 3.4658 2.5813
3.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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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계속 ❚
순위

국가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프랑스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웨덴
호주
카자흐스탄
폴란드
이탈리아
태국
영국
인도
벨라루스
오스트리아

2007년
23,568.0
29,797.9
28,139.6
19,620.5
7,481.3
5,366.6
27,904.1
22,934.2
9,468.1
6,721.0
12,914.1
8,447.1
7,372.9
5,366.6

수입(천 달러)
2008년
33,645.8
48,926.2
44,706.9
26,082.3
11,594.5
6,296.9
25,996.5
32,619.7
14,829.9
16,887.3
17,424.5
18,945.3
8,867.2
6,296.9

수입비중(%)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59,702.3 1.1131 0.9305
2.8012
42,357.4 1.4074 1.3531
1.9874
27,811.9 1.3290 1.2364
1.3049
19,344.8 0.9267 0.7213
0.9076
19,229.0 0.3533 0.3206
0.9022
18,527.5 0.2535 0.1741
0.8693
18,267.3 1.3179 0.7189
0.8517
17,690.0 1.0832 0.90210
0.8300
16,501.4 0.4472 0.1401
0.7742
15,812.0 0.3174 0.4670
0.7419
12,460.3 0.6099 0.4818
0.5846
11,695.0 0.3990 0.5239
0.5487
11,433.1 0.3482 0.2452
0.5364
9,107.7 0.2535 0.1741
0.4273

자료: 몽골상공회의소.

1990년까지 몽골의 교역은 약 80%가 구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1990년대에는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일본, 스위스, 카자흐스탄, 미국, 한
국 등이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러시아의 교역 비중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중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2000년
대 들어서도 교역 대상국은 1990년대보다 확대되어 캐나다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로 점차 확대되었고, 교역품목 구조도 거의 유사하
지만 품목이 보다 다양화되고 확대되었다.
최근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석유, 비료, 편직물, 육류 등으로 광물
자원과 농축산 원료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건축자재(유리, 시멘트, 강철 등), 화학제품, 전자제품, 담배, 석유 연료 등으
로 광물제품, 기계설비, 교통수단 및 부품, 화학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광물 부문에 대한 수출이 2000년 35.2%, 2004년
40.7%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2008년에는 60.3%로 증가했고, 광물자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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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구리가 33%, 금 23.7%, 석탄 7.2%, 아연 6.1%, 석유가 4%를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석유는 2007년에 2.7%를 차지했으나 2008년
4%로 증가한 수치이며,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43) 구리의 대부분
도 거의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몰리브덴은 중국과 한국으로 약 97%,
금은 미국과 캐나다로 78%, 형석은 절반이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수입품
중 석유와 디젤연료는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
단과 트럭은 한국, 자동차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09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최근 3년간 몽골의 교역에서 특정 품
목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은 다음 [표 3-16]에 요약되어 있다.

❚ 표 3-16. 최근 3년간 몽골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구분

수출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리

중국

811,501.6

835,659.3

501,671.0

99.9

99.9

99.9

중국

16,618.9

30,193.9

37,934.5

22.0

36.7

72.0

한국

29,235.2

10,381.1

12,999.3

38.8

12.6

24.7

몰리브덴

5,070.6

152,124.5

115,148.0

2.2

25.4

34.3

캐나다

177,834.6

173,957.4

147,160.7

75.7

29.0

43.8

러시아

226,748.6

333,437.2

211,803.2

94.8

92.2

95.1

디젤연료 러시아

253,042.2

451,684.7

254,744.6

93.5

96.5

93.8

79,006.1

143,538.8

47,531.6

78.4

75.6

67.0

금
석유

수입

총수출(수입) 대비 비중

금액

품목

미국

승용차

일본

버스

한국

4,708.2

7,806.2

27,820.9

34.6

46.4

92.6

한국

14,356.4

29,265.5

9,777.4

26.5

24.5

17.1

중국

18,241.0

50,006.6

10,621.5

33.7

41.9

18.5

트럭
자료: 몽골통계청.

2009년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자원(66.4%), 귀금속 광물(16.4%),
면사 및 섬유 관련 제품(10.2%), 가축 및 관련 제품(2.4%), 기타(4.6%) 순

43) 현재 Petro China Tamsag과 Dongsheng Natural Oil 두 회사가 시험 생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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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2009년 몽골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관련 제품(26.7%), 기계설비
류(19.8%), 자동차(12.7%), 가공식품(8.3%), 금속 관련 제품(7.7%), 화학제
품(6.0%), 채소류(4.6%), 기타(14.25%) 순이었다.
체제 전환 이후부터 몽골의 대외무역 특징을 분석해 보면 교역 대상국과
교역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메이저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광물자원과
섬유 및 목축업 관련 제품 수출과 광물제품, 자동차, 기계 및 장비류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몽골 대외교역의
구조적 특징은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동안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몽골의 수
출과 수입은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세계
수요, 세계 경기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광업, 목축업과 섬유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개발 및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제조업 육성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체제 전환 이후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는 1992년 GDP의 1.7%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3년 변동환
율제로의 전환과 외국인투자법 개정, 부가가치세 조정 등을 시행하여 외국인
투자의 비율을 12.3%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외국인투자법은 1998년, 2001년,
200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몽골은 초기의 세제혜택 부여에 대한
모호한 규정에서 탈피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외국인 차별철폐,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세금 면제 및 감세, 토지 사용과 투자광물의 권리보
호, 민영화 참여 등이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몽골은 1997년 WTO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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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면서 78개 국가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99년 1월 세계은행그
룹 산하의 다자간투자보장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에 가입한 이후 31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19개 국가와 이중과
세방지협정을 체결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특히 2000년 이후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2009년간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총액은 38억 6,48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그림 3-4. 1990~2009년간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몽골상공회의소.

한편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몽골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중국(4,927), 한국(1,856), 러시아(752), 일본
(428), 미국(227) 순이다. 특히 중국의 기업 수가 약 절반(49.57%)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은 한국(18.67%)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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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7. 몽골에 등록된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
순위

국가

비중(%)

전체수

1990~
2005년 2006 년 2007년 2008 년 2009 년
2004년
1,534
532
827
876
859
299

1

중국

49.57

4,927

2

한국

18.67

1,856

632

203

274

332

302

113

3

러시아

7.57

752

433

54

105

72

51

37

4

일본

4.31

428

190

29

56

60

58

35

5

미국

2.28

227

98

19

28

27

44

11

6

독일

1.65

164

102

10

18

13

13

8

7

베트남

1.44

143

25

14

34

46

21

3

8

영국
버진군도
(영국)
홍콩

1.17

116

61

14

12

10

15

4

1.13

112

27

9

12

26

17

23

1.03

102

54

9

5

10

14

10

총계

100

9940

3691

971

1505

1609

1551

613

9
10

자료: FIFTA(몽골외국인투자무역청).

1990년에서 2009년까지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19억 8,148만
달러(51.27%), 미국 1억 8,938만달러(4.90%), 한국 1억 7,566만 달러
(4.55%), 일본 1억 6,117만 달러(4.26%), 러시아 1억 6,116억 달러(4.17%),
중앙아시아 국가 9,276만 달러(2.40%),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7억
7,296만 달러(20%)를 투자하였다.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주로 독일과 영
국이 몽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다. 같은 시기에 몽골에 유입된 외국인직접
투자 금액의 절반이 넘는 52.2%가 광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무역 및 요식업(18.7%),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업(4.9%), 경공업(3.9%), 건설
업(2.7%) 등에 투자되었다.

다. 대외원조 수원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몽골에 대한 ODA는 1991년 일본과 세계은행의 공동주재하에 열린 몽골
지원국회의(Mongolian Donor Group Meeting)의 결정에 따라 본격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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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2008년 말까지 몽골에 지원된 ODA 총액은 33억 7,467만 달러
였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국가들 중 2008년까지 일본은 총 12억 2,121만 달러를 지원한 최대 지원국
이었고, 그다음은 미국(4억 8,081만 달러), 독일(2억 7,539만 달러) 순이었
다. 특히 일본의 지원 금액은 개발원조위원회 총액 중 50%, ODA 총액에서
는 36%를 차지하여 몽골의 최대 지원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자간원조 최대 지원기구는 2008년까지 4억 5,372만 달러를 지원한 아
시아개발펀드(Asia Development Fund)이며, 그다음은 3억 3,705만 달러를
지원한 UN산하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5,993만 달러를 지원한 EU 순이었다. 이 중 아시아개발펀드 지원 금액은
다자간원조 총액의 49%, ODA 총액의 13.4%를 차지하였다.

❚ 표 3-18. 대몽골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ODA
총액

1,125.0

264.7

221.9

157.6

181.2

155.1

283.5

250.2

735.4

3,374.7

DAC
합계

718.7

138.2

116.7

113.5

155.6

124.2

212.9

159.9

707.1

2,446.7

다자간
합계

406.4

126.5

105.2

44.2

25.5

30.8

70.6

90.4

28.2

928.0

자료: OECD Stat Extracts.

ODA의 대부분은 몽골의 ‘경제 인프라’ 원조로 교통, 물류, 통신,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지만, 국가별로 환경보호, 제도개선, 인적자원개발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 확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ODA
총액 중 43%가 경제 인프라 부문에 투자되었으며, 최대 지원국인 일본은
총 지원 금액의 51%인 6억 2,364만 달러를, 미국은 55.5%인 2억 6,677만
달러, 독일은 40.7%인 1억 1,204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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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008년에만 각각 2억 8,212만 달러, 2억 707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몽
골의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련 프로젝트 참여 비중을 증대시켜 가고
있다. 다자간원조 부문에서도 아시아개발펀드와 국제개발협회 등의 총 지원
금액중 각각 45%, 47%를 경제 인프라 개발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몽골의
이 분야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양자간 지원의 주요 프로젝트들로는 현재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울란바토
르시 신공항건설, 울란바토르 도시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울란바토르 도
시 고가도로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2007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게르(Ger)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막지방 에코환경시스템 및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다르한
(Darkhan) 수자원공급 프로젝트 등의 환경 프로젝트와 일․몽 인적자원개발
협력센터 건립 프로젝트, 교육시설 확충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장학제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차관 제공 프로젝트
로는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단계 차관 프로젝트(Two-step
Loan Project)가 있으며 차관 제공 업무는 주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양자간 사업으로는 현재 총 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정책 및 시장경제 시스템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정책 자문 서비스,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법률 체계 개선, 국가토지관리 시스템 확립, 지역개
발 정책 등과 같은 총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분야에서는 통합 도시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
성 보호 프로그램 등 총 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원조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중심으로 몽골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민
간부문이 주도하는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원조는 1991년 구소련 독립 후

69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

몽골의 긴급경제 구조성 자금인 1,00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후 전력, 에너지 분야의 기술․장비 지원 등에 집중 지원했다. 미국의 원조
는 다른 국가와는 차별적으로 보건, 식량안보, 교육개발, 민주주의 및 사유화
와 거버넌스 등의 사회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경제개발 부문에서
경제정책개혁 및 에너지, 관광, 캐시미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고비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지원 등의 고비 이니셔티
브(The Gobi Initiative), 다르한, 에르데넷, 초이발산(Choibalsan) 지역 저
소득층 고용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게르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효율적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프로젝트로는 사회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
률제도 개선 프로젝트, 민주화 고착을 위한 의회 및 정치정당 강화 프로젝트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교육개발을 위한 장학 트레이닝 프로그램,
국제인권단체 지원 등의 NGO 지원 프로그램, 미국․몽골 에너지 협력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미국 기술 전수를 위한 단기 직업교육 프로그램, 에이즈
및 보건위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자간원조는 주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각종 인프라 구축, 산업개발,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지원되
고 있다.

❚ 표 3-19. 국제개발금융기구의 몽골 프로젝트 지원 현황 ❚
구분

WB

ADB

EBRD

건수(건)

45

74

15

금액(천 달러)

583,050

354,881

420,700

자료: W; ADB; EBRD Project on-line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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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몽골의 개방 직후인 1991년부터 몽골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시행했다. 2010년 6월 말까지 총 4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5억
8,305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10년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2건
이다. 분야별로 보면 주로 에너지, 통신, 농목축, 서비스, 금융, 공공 행정 및
제도 개선, 지역개발 부문에 지원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1991년부터 지원
을 시작하여 2010년 6월 말까지 총 74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3억 5,488만
달러를 지원했다. 주로 기술원조, 공여, 차관 형태로 지원했으며, 분야별로는
수송 인프라 건설, 통신, 에너지, 보건, 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투자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원은 대부분이 200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으며 2010
년 6월 말까지 총 15건에 대하여 4억 2,07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분야
별로는 에너지, 도시교통, 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많다.
국제개발금융기구 외에 주요 다자간원조 기관으로 UN산하에 많은 기관들
이 있지만, 특히 개발원조에 관한 조정 및 통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제
연합개발계획(UNDP)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각종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몽골에 대해서는
특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는
인권개발과 빈곤감소를 목표로 빈곤감소를 위한 고용 증진 프로그램, 식량
및 농업부문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 경제발전을 위한 각 산업에의 금융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약 79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는 민주적 거버넌
스 확립과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투명성 보장 및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 인
권보호 지원, 법률제도 개선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약 24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셋째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에코지역 및 산림자원보호, 자연재
해 피해 감소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약 1,511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OECD DAC 회원국이나 다자간원조 외에도 OECD 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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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국가들에 의한 원조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 인도, UAE, 쿠웨이트, 대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있다. 중국의
원조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농목축업, 건설, 석탄 광산개발, 섬유
산업 등에 대한 장비 지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도로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원조 및 개발을 시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IT 기술을 앞세워 몽골의 E-교육방송 콘텐츠 및 원격 의료시스템
(Telemedicine) 구축 프로젝트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UAE는 수
력발전 건설에, 대만은 주로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여 울란바토르
구강위생센터 건립 및 모바일 병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아랍 국가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된 쿠웨이트펀드자금을 통해
1995년부터 수력발전소와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슬로
바키아는 농업 및 수자원 공급, 낙농 식품가공업 등의 분야에, 헝가리는 정
부행정제도 개선, 친환경 테마파크 건립 및 보호,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 등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몽골은 국가 경제발전 및 제도 환경 개선, 사회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대외원조 자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원조국과 국제기구는 몽
골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원조하면서 관련 프로젝
트에 참가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함께 얻고 있다. OECD DAC 국가들은
주로 경제 인프라 개발 원조를 통해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와 미국 등은 새천년개발목표에 비추어 몽골
의 정치․법률․제도․의료․교육 등의 분야에 적극 원조하고 있으며, 비
OECD 회원국의 원조는 중국과 인도, 쿠웨이트개발펀드 중심의 대규모 인프
라 투자와 동유럽 국가들의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다양하다.
향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해 이루어진 개발 사업의 추진 성공 또
는 실패 사례들, 개발 원조와 연계한 투자 확대 사례, 몽골 정부의 만족도
및 경제 사회 개발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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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인 성과들을 한눈에 파악하여 몽골의 경제성장 및 정치 사회 환경 개
선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가. 주요 내용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몽골은 행정지령성 체제에서 민주주의 다당제
로,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급속히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
서 몽골은 국가의 사회적 관계, 국민 의식 및 정신 구조의 변화 등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역동적인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
러나 아직도 소득불평등과 함께 빈곤층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인적 개발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또한 기술진보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대외
환경이 변했으며, 이웃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은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 사회적 문제의 해결, 새
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위해 중장기 국가정책과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대통령령에 의해 입안되어 2007년 새천년개발목표에 기초한 몽골의 국가발
전전략이 수립되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기초하여 수립된 몽골의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년 동안 경제발전에 의한 국가의
인적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지구적 및 지역적 발전과 일치하여 국가의 사회,
경제, 과학 및 기술을 활발히 발전시키는 광범위한 정책이다. 국가발전전략
의 목표는 국가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몽골의 주권을 보호․강화하고, 인적
능력 및 지성의 강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교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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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과학기술 및 환경 개발을 포함한 인적개발의 촉진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첨단기술과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서비스에 기반한 지식기반경제의 창출, 인
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부패와 관료주의에서 자유로운 민주적인 거버넌스 시
스템 육성 등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 소득 국가가
되는 것이다.44)
국가발전전략은 서론에 이어 이론적 설명, 몽골 발전 현황과 환경 평가,
몽골의 발전 원칙, 비전 및 우선순위, 몽골의 인적 및 사회적 발전, 경제성장
과 개발정책, 환경정책, 입법 및 국가구조 발전정책, 정책 이행의 주요 결과
및 그 달성 메커니즘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발전전략에 규정된
몽골의 장기발전 우선순위와 정책, 그 실행 전략 및 기대 효과는 2007~15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및 활발한 국가 경제발전)과 2016~21년(지식기반경제
로의 전환)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발전전략은 중기 및 단기 개발
프로그램과 계획, 국가의 행동계획(Action Plan)뿐만 아니라 몽골을 지원하
는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수행될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실행될 것이다.
몽골의 국가발전전략에 따르면, 최우선 순위는 몽골의 인적 및 사회적 발
전에 주어져 있다. 몽골 정부는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완전히 달성
하고, 2021년까지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0.8에
이르게 함으로써 몽골인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경제성장과 개발정책에 있다. 몽골은 수출 지향적인
산업과 서비스, 그리고 민간부문 주도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발전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2007~15년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는 연평균 최소한 14%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1인당 GDP를 최소 5,000달러까지 달성함으로써 집

44) 2021년까지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Draft)(2007), Ulaanbataa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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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인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6~21년 주요 경제정책 목표는
연평균 최소 1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지식기반경제를 달성하고, 1인당
GDP는 최소한 1만 2,000달러까지 증대시켜, 중간소득 규모의 국가에 합류
하기 위한 경제 능력과 자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
생산성과 투자 효율성 증대를 통한 집약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처음에는 광물채굴 산업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후에는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첨단산업에 기초한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의 활성화 및
산업 다각화를 실현함으로써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
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발전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적으로 강화하
고, 농촌지역의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며,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실물경제 부문의 발전정책에 관한 것이다. 실물경제
부문의 발전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행, 경제성장의 가속화 및 지식경제기반
의 구축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GDP에서 서비스와 공업 부문의
비중을 2015년까지 85%, 2021년까지 92%로 체계적으로 높이고 중간소득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창출할 계획이다.
네 번째 우선순위는 인프라 개발정책에 주어져 있다. 인프라 개발정책은
국가의 인구와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행될 것이다. 인프라 개발정책은
에너지 수출과 더불어 지역의 운송노선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
로 전환하고 이를 새로운 수준의 운송중개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
향을 지향할 것이다. 인프라 개발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장려될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발전전략에는 농촌과 도시 간의 개발 격차를 현저히 줄이기
위한 지방 및 농촌지역 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
으며, 몽골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적 환경 정
비, 정부기관의 안정적인 기능 및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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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몽골 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우호적인 외부환
경을 조성 할 목적으로 전통적인 두 이웃 국가인 러시아 및 중국과의 우호
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도 효과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두 이웃 국가들과는 호혜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
는 데 최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자무무역원칙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시장에 접근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취하고, 미국, 일본, EU와는 포괄적 동반
자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를 유지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
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는
투자, 문화 및 인도적 분야에서 동반자관계 협력을 보다 발전시키고, 전통적
으로 우호적인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도 확대․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
어 몽골은 터키, 카자흐스탄 및 일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
고,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이 지역에서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몽골은 동북아 역
내 정치 및 경제통합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에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몽골 정부는 2007~15년 기간 동안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
14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8%는 인프라 개발,
27%는 교육, 그리고 19%는 보건 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6~21년
기간 동안 실물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10억 달러가 필요하다. 여기
에다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80억 달러가 인프라 개발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총투자는 29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몽골 정부는 이상과 같이 새천년개발목표에 기반한 몽골의 국가발전전략
이 실행되면, 집중적인 경제발전 시기(2007~15년)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2016~21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
다(표 3-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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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0. MDGs에 기반한 몽골의 국가발전전략 실행의 기대 효과 ❚
2007~15년

2016~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최소 14%로 1인당 GDP
5,000달러 달성, 두뇌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지식기반경제 초석 구축

연평균 경세성장률 최소 12%, 1인당 GDP
12,000달러 달성, 두뇌집약산업과 서비스 확대,
지식기반경제 발전, 중간소득 국가 진입

2015년까지 모든 해당 연령 어린이의 초등교육
등재 및 일반교육학교의 12년제 전환

2021년까지 모든 단계의 학교 등록률 100%
달성 및 국제 기준에 완전 부합하는 학교와
대학교 수의 증가

급속한 경제성장 결과 다수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빈곤 수준 반감

2010년까지 중간소득 국민을 총인구의 60%로
확대, 국민 인간개발지수(HDI) 0.8 도달

광물자원채굴 증대, GDP 중 제조업 비중 4배
증가, 첨단기술 도입 및 상품 경쟁력 제고,
석탄에서 석유 및 화학제품 추출 산업 설립,
2015년까지 국가의 석유 및 석유제품 소비의
50% 이상을 국내 산업이 공급

광물자원 채굴에서 최종 제품생산으로의 전환
가속화, 2021년까지 국내 자원으로 전력, 열 및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전력과
에너지를 세계시장에 공급, 석유제품 소비를
완전 국내 생산으로 충족

관광 부문 발전, 연간 방문 관광객 수 100만 명
달성

관광사업의 발전, 몽골 방문 여행자 수가 몽골
인구수와 동등하게 함

중소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 창출 및 실업의
현저한 감소, 소프트웨어 생산 및 수출 기회
창출, 소비 증대

현대 기술을 채택하고 그 기술이 숙달한 국가로
변모

수도의 게르 구역 거주 2~3만 가구의
중앙전력망 연계, 매년 평균 1만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인구 70%와 농촌인구
60%의 식수 수요 충족, 국내 전력 수요 완전
충족, 모든 유목민 가구에 대한 태양력 및 풍력
에너지 공급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 및 효율성 향상

바이오기술 및 유전공학을 통한 가축사육 질
개선, 곡물수확 증대, 연평균 밀 생산 4배, 감자
및 채소 생산 1.5배 증가 등 농업생산 향상

효율적인 농업 개발, 국내 식량수요가
친환경제품에 의해 충족, 식품 수출 증대

인프라 개선, 포장도로 길이 8,000킬로미터
도달, 고비 및 동부지역 철도건설 60% 완성,
두 번째 철도 건설작업의 70% 완성, 주요
철도의 전철화 보장

역내 및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현대적인 운송,
통신 및 에너지 인프라의 창설, 포장도로 길이
11,000킬로미터 달성, 두 번째 철도 운영 개시,
서부, 고비 및 동부지역의 철도망 구축

울란바토르에 과도한 인구 집중 저지, 일부
주요 지역거점의 인구수 5만 명 상회,
타반톨고이, 오유톨고이 광산 같은
전략광물산지 부근에 인구 1~2만 명의 현대식
마을 건설
의료시설 개선, 2000년 대비 5세 미만 사망률
2/3, 임산부 사망률 3/4까지 감소

매년 15,000 이상 가구들의 주택환경을 개선,
지역의 주요 거점들을 개발하여 각각 인구
10만 명에 이르게 함
평균 기대수명 72세 달성, 솜(君)과 아이막(道)
병원 수요 완전 충족, 의료서비스 접근 및 질을
95%까지 달성

자료: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Draft)(2007), Ulaanbataar, pp. 58-61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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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우선 실행 프로젝트
몽골 정부는 2009년 10월 14일 국가발전전략 틀 내에서 국가경제의 다각
화와 우선적인 인프라 개발 및 건설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표 3-21]에 제
시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실행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 표 3-21.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실행할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목록 ❚
번호

프로젝트 명

주요 내용

예상 금액
(백만 달러)

실행기간

1.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중공업 토대 마련
1

오유톨고이 프로젝트

연간 3,500만 톤의 광물채굴, 이후
연간 5,600만 톤의 광물 가공

4,000

2010~15년

2

타반톨고이 프로젝트

연간 2,000만 톤의 석탄 채굴 및
1,500만 톤의 코크스 생산

800

2010~15년

3

구리공장 프로젝트

연간 7만 톤의 카토드(catod) 구리
생산

1,000

2010~15년

4

‘금속공장’ 프로젝트

연간 200만 톤의 철광석 가공

1,000

2011~16년

5

‘코크스화학공장’
프로젝트

타반톨고이 광산의 코크스를 활용하여
연료가스 및 화학원료 가공

700

2010~15년

6

‘정유공장’ 프로젝트

국내 원유를 활용하는 정유공장 설립

900

2011~15년

7

‘석탄화학공장’
프로젝트

석탄 가공을 통해 연료가스, 메탄올,
DME 및 기타 화학제품 생산

1,000

2010~15년

8

‘건축자재공장’
프로젝트

여러 지역에 시멘트, 세라믹 철근,
난방 자재 및 벽돌 공장 건설

800

2010~15년

2. 농목축업의 집약적인 발전 및 산업화
9

육류가공 및 우유
공장을 증설하는
‘건강식품’ 프로젝트

연간 5만 톤의 육류와 2만 리터
이상의 우유 가공, 도시 부근에
8,000두 이상의 낙농업 개시

150

2010~15년

10

관개농업 발전 프로젝트

밀, 채소 등의 파종 면적 확대,
가축사료 및 바이오 식물 재배

50

2010~15년

11

‘목축업의 생산품, 원료
거래소’ 프로젝트

축산원료, 털, 캐시미어 등의 가공
활성화

50

2010~11년

12

첨단기술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프로젝트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건설

400

201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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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 계속 ❚
예상 금액
(백만 달러)

번호

프로젝트 명

주요 내용

실행기간

13

‘타반톨고이 발전소’
프로젝트

400MW 발전소 건설

400

2010~15년

14

‘신철도’ 프로젝트

타반톨고이~~가슌수카이트(Gashuun
sukhait) 구간, 나린 수카이트~
시비후렌(Shiveehuren) 구간,
타반톨고이~챠간수바가~준바양(Zuunba
yan)~사인샨드(Sainshand) 구간 등
철도 부설 추진

800

2010~15년

15

‘고비지역에 오르헝강
물 공급’ 프로젝트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 중

540

2010~15년

16

‘몽골 우주위원회의
국가 인공위성’
프로젝트

정보통신용 소형 인공위성 발사

600

2010~15년

17

‘울란바토르시 도로
개선’ 프로젝트

시내 도로망 확대

900

2010~15년

18

‘지방도로 건설’
프로젝트

고비지역, 아르한가이, 흣스굴, 홉드,
바양을기 아이막(道) 등에 총 450
킬로미터의 지방도로 건설

1,200

2010~15년

19

‘알탄볼라그~울란바토르
~자민우드 고속도로’
프로젝트

990 킬로미터의 고속도로 건설

1,200

2010~15년

20

‘제5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

울란바토르시에 신규 난방 및 전력공급
발전소 건설

300

2011~16년

21

국민 주택공급 프로젝트 아파트 및 주택건설 확대

2,100

2010~15년

22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쓰레기를 활용한 연료가스 공장 건설
생산 프로젝트

200

2010~15년

3. 기간산업 발전

4. 인적개발 및 환경보호 발전
23

‘정보기술 교육센터’
프로젝트

정보기술 인재양성, 정보기술제품 생산
및 아웃소싱 서비스센터 개설

100

2010~15년

24

대학촌 프로젝트

2만~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산업-실험 단지 건설

300

2010~15년

25

‘13세기 카라코롬’
관광지 프로젝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옛 수도인
카라코롬에 호텔, 공항 건설과 박물관
현대화 추진

500

2010~15년

26

가정과 공장의
하수처리를 위한 ‘에코’
프로젝트

지방 도시와 관광지의 정수시설 개선

200

2010~15년

자료: http://www.open-government.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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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 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제조업, 관광업
등으로의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풍부한 광물자원
의 개발과 가공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산업 분야의 발달을 모색하고 있다.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430억 달
러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략이 계획대로 충분히 실행된다
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몽골의 포괄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의 방향과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중장기 국
가발전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risk)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금, 구리, 석탄 가격이 급
격히 하락하거나, 주요 수입품인 유가가 급속히 상승할 경우 또는 외국인투
자가 감소하거나 중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할 경우에는 전략의 실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및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여러 해
에 걸쳐 가뭄이나 극심한 추위에 따른 재해(Zud)가 발생할 경우 또는 대규
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행정 측면에서는 승인된 법률과 규제가 제대로 실
행되지 않거나 국가기관들의 상호 통제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부패가 증가하
거나 사회적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도 전략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리스크들을 위해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단기
및 중기적인 계획의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제대로 실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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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과 인구 및 가축 두수 면에서 비슷하지만, 영토는 1/6에 불과한 뉴질
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기준 몽골에 비해 최소 15배나 많은 3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운송이 편리한
뉴질랜드가 내륙국가인 몽골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향후 몽골의 발
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결국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제대로 실행되어 눈부신 경제발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력
한 정치적 의지와 능력, 낙후된 각종 인프라의 구축, 수준 높은 인적자원의
육성 등이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몽골에서 대규모 광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 추세가 지
속될 경우 몽골의 GDP는 향후 10년 내에 4배까지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5) 상술한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큰 차질 없
이 실행될 경우, 몽골의 경제는 그러한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도 있을 것이다. 즉 몽골 정부가 설정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목표에 따라
몽골의 1인당 GDP가 2015년에는 5,000달러, 2021년에는 1만 2,000달러까
지 달해 중간소득 규모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45)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spiring Mongolia, Spring 201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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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현황

1. 러시아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 러 관계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러시아와 몽골은 4,20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총 18개의 국경 지점들이 있다. 몽골과 러시아의
영토는 광대하고,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하
고, 대규모 자원 생산국 및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도 러시아와 몽골은 수백 년에 걸쳐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몽
골은 구소련의 전면적인 지원에 힘입어 1921년 인민혁명에 성공하고,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몽골인민공화국은 소련의 동맹국이
자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 발전노선을 추구하고 소련식 현
대화를 시도하는 등 몽골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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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소위 ‘몽골 문제’
는 소련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무엇보다 소련은 극동지역 국
경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던 일본과 중국에 대응하여 몽골인민공화국을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련은 몽골을 사회주의 사상을 동
쪽으로 보다 활발히 전파하기 위한 교두보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소
련은 몽골의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였고, 몽골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자
리매김하였다. 예컨대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에 의해 1988년까지 몽
골에 설립된 750개의 기간산업과 기업들 가운데 700개가 소련의 도움에 의
한 것이었으며, 1990년 초까지 몽골인의 20%가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50%
는 이해할 정도였다.46)
그러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소련/러시아․몽골 관계가 다소
냉각되었다. 이는 구소련의 붕괴에 이어 출현한 신생 러시아가 무엇보다 서
방국가들과의 협력을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우선순위로 정한 것과 관련이 있
었다. 소련 붕괴는 몽골의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
를 초래하였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소련식 정치모델을 거부하고
개혁의 길로 접어들면서,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정치에서도 운용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새로운 몽골의 국가 및 정치 제도의 탄생을 가져다주었다.
러시아의 저명한 몽골 전문가인 V. 그라이보론스키는 1990년대 몽골이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고, 민간 부문의 창설과 발전, 시장경제의 토대 창설,
시장 법규의 제정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단합을 유지하는 속에서 평화적
인 방법으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46) Российские вести, 29 апреля 2009г.
47) 사실상 1980년대 말 소련의 정치위기와 경제상황의 전반적인 악화, 그리고 특히 몽골과 소련/러시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현저한 축소는 몽골의 심각한 정치 및 경제적 위기를 촉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거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소련과 몽골 간의 긴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 더 유지되었다면
몽골에서의 경제위기가 보다 늦게 발생했거나,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실
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몽골의 GDP는 20% 이상 감소하였고, 농업생산은 40%, 대외무역은 2배 이상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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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러시아와 몽골의 관계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일정
한 침체기를 겪은 이후 다시 이전의 역동성을 갖고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하
였다. 1993년 1월 P.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이 양국간 대
외관계를 회복하는 데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 방문 과정에서 몽․러 우호
협력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라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기초하여
서로를 우호국가로 인정하고, 주권과 독립, 주권 평등, 무력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의 불사용, 국경 불변경, 영토적 통일성, 내정불간섭, 선린, 동반자 및
협력을 존중하는 원칙을 양국 관계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
후 양국간에는 모든 수준에서 매우 광범위한 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1995년
P. 오치르바트 대통령의 러시아 대조국전쟁 승전 50주년 기념식 참석에 이
어 1999년 12월에는 N. 바가반디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고, 국회의
장과 총리의 러시아 방문도 이루어졌다. 또한 러시아 측에서는 G. 셀레즈네
프 국가두마 의장과 I. 이바노프 외무부장관의 몽골 공식방문이 있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양국간 군사협력에서도 진전이 일어났다. 2000년 10월 A. 크
바시닌 러시아연방 국방부 참모총장의 몽골 방문에 이어 2001년에 양국간
군사협력 계획이 비준되었으며, 군사 부문 협력의 발전에 관한 의정서가 체
결되었다. 또한 2000년 4월 몽골의 R. 볼드 국가안보회의 비서가 모스크바
를 방문하고, 같은 해 9월에는 S. B. 이바노프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가 몽
골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안보회의 라인에서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몽․러 관계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2000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초 공식 몽골 방문이라 할 수 있다. 방
문 도중 전략적 의미를 가진 울란바토르 선언이라는 새로운 문서가 조인되
었는데, 그 속에는 대외정책과 쌍무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담겨 있었다. 양국
은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접근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세계적
인 업무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 UN과 다른 국제기관들에서 긴밀한 협력을
찬성하였다. 양측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체제 강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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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UN의 효율성과 활동능력의 제고, UN안보회의의 합리적 개혁 실행에
대해 합의하였다. 울란바토르 선언은 러시아와 몽골 간의 관계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정상 수준의 교류방문 관례가 재개되면서 울란바토르에
서 모스크바의 날(2000년 10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울란바토르의 날(2001
년 가을) 행사가 개최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인사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
지면서, 지역 및 국경관계가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예컨
대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주 주지사(2000년 9월), 케메로보주 주지사(2000년
10월, 2001년 5월), 부랴트 자치공화국 대통령(2001년 3월), 치친주 주지사
(2001년 가을)가 몽골을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지역간 무역 및 경
제협력에 상당한 발전이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200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몽․러 정부 간 경제무역 및 과
학기술협력위원회회의가 개최되어, 소련이 몽골에 제공한 소위 ‘엄청난 채무’
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주요한 문제들이 발전전인 방향에서 논의되었다. 특
히 러시아는 2003년에 구소련에 대한 몽골 채무의 98%(약 100억 달러)를
탕감해 줌으로써 상호 협력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실제 러
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몽골 N. 바가반디 대통령 명의의 서한에는 채무
문제의 해결은 “투자분야를 포함하여 우리 양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넓은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48) 부채 탕감에 대
해 2005년 10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양국 총리회담에서 러시아의 프라드코
프 총리는 “이웃 관계는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더 많은 실
용적인 내용으로 채울 필요가 있는바,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49)고 하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실용주의를 강조하였다.

48) Новости Монголии, 28 октября 2005r.
49) Новости Монголии, 28 октября 200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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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년 12월에는 N.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
어졌고,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기초하
여 상호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선언에는 특히 “양측은 상호 무역 규모의 증대와 유리한 투자조건 창설에
관한 공동의 노력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제 협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합작기업 ‘에르데넷’과 ‘몽골
로스츠베트메트’의 잠재력 증대”에 대해 높은 이해관심이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50) 이외에도 “양측은 UN에서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불법적인 마약 유통, 조직범죄를 비롯하여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한 투쟁 분야에서 효율적인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라고 강조되는 등 다양
한 분야에서의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51)
2009년 8월 25~26일 할힌골 지역 승전 7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 드미
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몽골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러시아연방과 몽골 간
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다양한 분야
의 협력 발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운송 인프라 개선, 몽골 지역의
유용광물자원 산지의 공동개발, 합작기업 ‘에르데넷’사, ‘몽골로스츠베트메트’
사, ‘울란바토르철도’사의 현대화, 국경협력의 발전에 관한 합의 등이 이루어
졌다. 양국 지도자들의 임석하에 몽골철도운송국과 ‘러시아철도공사’ 간의
철도운송 분야 협력의정서, ‘울란바토르철도’사와 ‘러시아철도공사’, ‘트란스
마쉬홀딩’ 간 상호 협력의정서, 양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의 정보협력

50) 특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51) 이 방문 과정에서 양국간 국경체제 협정, 2006~10년까지 무역-경제협력 발전 프로그램, 러시아연방 교통부
와 몽골의 도로, 운송 및 관광부 간의 철도운송 분야 협력 의정서, 2007~08년까지 러시아연방 법무부와 몽
골의 법무 및 내무부 간의 협력 프로그램, 러시아연방 연방이민국과 몽골 시민등록 및 정부센터 간의 이민업
무에 관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관한 의정서, 러시아 ITAR-TASS 통신사와 몽골의전신국 간의 정보 분야 협력
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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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환에 관한 의정서, 합작기업 ‘도르노드 우란’사의 설립에 관한 양국 정
부 간 합의서 등 일련의 양자간 협정이 조인되었다.52)
이와 같이 러시아와 몽골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극해 북동항로의 상업적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몽골 광물자원의 국제적인 수송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며, 러
시아와 몽골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몽 러 경제협력
구소련 시기 몽골 경제의 약 90%가 소련경제에 의존할 정도로 전통적으
로 몽골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높았으나, 1990년 체제 전환 이후 러시
아의 몽골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회
복세를 보이면서 러시아는 중국 다음으로 몽골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 지위
를 차지하고 있다.
몽․러 교역량은 2003년 3억 1,980만 달러에서, 2004년 3억 8,470만 달
러, 2005년 4억 6,75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53) 2008년에는 최고
치인 13억 2,920만 달러에 달해 6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 양국간 교
역량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몽골상공회의소 자
료에 따르면, 2009년 러시아의 대몽골 교역량은 8억 3,380만 달러로 전년대비
37.3%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대몽골 수출은 7억 6,960만 달러로
38.2% 감소하였고, 대몽골 수입은 6,420만 달러로 24.1% 감소하였다.
러시아는 대몽골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러시

52) Пресс-релиз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Монголии. Улан-Батор. 26 августа 2009г.
53) 러시아연방관세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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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출품에 대한 몽골의 수요는 증대하고 있지만 몽골 상품에 대한 러시아
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54)

❚ 표 4-1. 2006~09년 러시아의 대몽골 교역량 ❚
(단위: 백만 달러)

항목 /연도

2006

2007

2008

2009

교역량

590.1(19.6)

789.4(19.7)

1,329.2(21.6)

833.8(20.7)

수출

545.4(36.6)

732.1(34.6)

1,244.5(34.4)

769.6(36.1)

수입

44.7(2.9)

57.3 (3.0)

84.6(3.3)

64.2(3.4)

무역수지

500.7

674.8

1,159.9

705.4

주: ( ) 안의 수치는 몽골의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몽골상공회의소.

러시아의 대몽골 수출 구조는 원료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8년
1~8월까지 러시아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과 광물제품이 57%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이 16.7%, 식료품 및 농업원
료가 16%, 화학제품이 4.1%,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이 4.1%를 차지하였다.
러시아의 대몽골 수입 구조에서 광물제품(형석)이 85.6%, 식료품 및 농업원
료(육류 및 육류제품)가 11.6%, 경공업 제품이 1.6%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 러시아가 몽골에서 육류 수입을 확대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55)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몽골의 무역관계에서 지역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면서 국경무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체 양국간 교역량의
70%는 러시아의 시베리아관구에 해당하며, 이는 많은 점에서 지리적 인접

54) 이러한 점에서 몽골은 국경에 인접한 러시아 지역들에 대해 육류 공급을 증대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함께 실질적인 수의검역 시스템의 구축, 관세율과 운송료의 조정, 그리고 국경
지점의 통관능력 제고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5) 몽골의 대러시아 육류 수출은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위생검역 관련 협정 때문에 연간 1만 톤을 넘지 못
하고 있는데, 몽골은 연간 1만 5,000톤의 쇠고기와 3만 톤의 양고기 수출 외에도 10만 두의 가축을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Россиская газета, 26 января 2009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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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료, 기술․경제적 및 문화적 잠재력에 의해 결정된다.56) 몽골과 이르
쿠츠크, 자바이칼 지역, 부랴트공화국과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특히 이르쿠츠크주는 러․몽 교역량의 60%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 석유 소비의 약 90%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몽골에는 752개의 러시아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몽골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수의 약 7.6%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는 러시아가 100% 투자한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1990~2009년 기간 동안 러시아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1억 6,116만 달
러로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총액의 4.17%를 차지하면서 4위를 기록하고 있
다. 최근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는 소규모의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 표 4-2. 몽골에 등록된 러시아 기업의 수 ❚
(단위: 개)
1990~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33

54

105

72

51

37

자료: FIFTA(몽골외국인투자무역청).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협력은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러
시아는 몽골 내 기업 설립 경험이 풍부한데, 그동안 철도부설, 광물채굴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몽골에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울란바토르철도주식회사’와 구리 및 몰리브덴 농축광을 생산하는 ‘에
르데넷’사, 형석 채굴기업인 ‘몽골로스츠베트메트’사와 같은 대규모 합작기업
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표 4-3 참고). 특히 양국 경제협력에서 주요
한 역할은 합작기업인 ‘에르데넷’사와 ‘몽골로스츠베트메트’사, ‘울란바토르

56) 문화적인 면에서 몽골어를 구사할 줄 아는 러시아연방 공화국들(부랴트공화국, 칼미크공화국)과 몽골의 관계,
그리고 몽골과 국경이 접한 투바공화국과 몽골지역 간의 관계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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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인 바, 이들은 몽골 GDP의 약 25%를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민간 부문보다는 국영기업 위주로 몽골에 진출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표 4-3. 광물개발 분야의 주요 몽․러 합작기업 ❚
광종

기업명

위 치

연간 생산규모(톤)

구리

에르데넷

에르데넷

13만

몰리브덴

에르데넷

에르데넷

2,000

형석

몽골로스츠베트메트
몽골로스츠베트메트
몽골로스츠베트메트

보르운드러
아이락
우르겐

30만
15만
15만

금

몽골로스츠베트메트

자마르층

2,000

자료: USGS(2009. 12).

또한 러시아는 몽골에서 3~4개 은행의 지배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에너지
기업과 은행 및 보험회사의 사유화에 참여하고 있다.57) 이외에도 러시아의
대표적인 맥주회사 ‘발티카(Baltica)’사는 라이선스 협정에 기초하여 현지에
서 생산되는 칼스버그(Calsberg)와 투보르그(Tuborg) 맥주를 판매할 수 있
는 독점권을 획득하였다.58)
몽․러 정부 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가 양국 경제협력에서 조
정 역할을 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5년 러시아와 몽골 기업
가들의 주도에 의해 양국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비즈니
스 모임을 개최하며, 법률 상담 조직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조직인 ‘무역경제협력발전기금’이 설립된 것도 양국 경제협력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59)
과거 몽골에서 적지 않은 광물산지를 개발했던 러시아는 여전히 몽골의

57) 몽골과학원 국제연구소 D. Shurkhuu 박사와의 인터뷰(2010. 5. 6, 울란바토르).
58) FK-Novosti(2009. 3. 2).
59) Новости Монголии, 28 октября 200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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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1940년부터 몽
골의 석유, 가스, 광물 등의 매장지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금광, 구리,
형석 채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들 가운데는 러시아
지질학자들에 의한 몽골의 새로운 우라늄 산지 탐사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몽골의 광업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석탄산지 개발, 다금
속 광물, 은, 금, 우라늄)를 실행하고, 현재 운영 중인 러․몽 기업들의 현대
화, 울란바토르철도의 현대화,60) 그리고 현존하는 에너지 기업의 재건 및 신
규 에너지 기업의 설립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61) 특히 세베르스탈 그
룹, 바조브이 엘레멘트, 레노바와 같은 러시아의 기업들은 타반톨고이 석탄
산지의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러시아 국영기업 로스아톰사도 몽골측과 협력하여 우라늄 채굴
합작기업을 설립할 계획으로 몽골 우라늄 산지의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한
지질탐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62) 뿐만 아니라 러시
아는 몽골에 자동차, 도로건설 및 항공기술을 제공하고 농업원료의 가공 및
몽골 축산업 제품의 러시아 시장 공급 등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2월 9일 N. 파드루셰브이 러시아연방 안보서기의 울란바토르 방
문 시 이루어진 면담에서 S. 바트볼드 몽골 총리는 대규모 공동 무역 및 경
제협력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몽골과 러시아는 원자력 에너
지, 농업, 경작 분야에서 이미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

60) 러시아는 현존 몽골 철도노선의 현대화 및 수송능력 확충, 기지창의 개보수, 유망 광물산지로 연결되는 신규
철도노선의 건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Экономические новости, 13 мая 2009г.).
61) 2009년 3월 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몽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양국은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자원 채굴 분야에서 대규모 합작기업의 설립과 철도운송 및 농업 발전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기
로 합의하였고, 이는 2009년 5월 13일 러시아 푸틴 총리의 울란바토르 방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62) Россиская газета, 14 мая 200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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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S. 바트볼드 총리는 러시아에서 몽골 영토를 경유하는 가스관 부설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
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하였다.63) 또한 몽골은 러시아와 접한 북부 국경지
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향후 이 지역에 러시아 기업들
이 대거 참여하여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 러시아의
민간기업들이 몽골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경우 과거 소련의 인도적 지원과
몽골인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 및 유사한 문화 덕분에 중국에 비해 훨씬 우
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바이칼호와 흡스굴호를 연결하는 시베리아와 몽골 간
의 관광코스 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몽골의 모든 영토는
독특하고 다양한 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동물이 서식하는 환경 보호구
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광활한 러시아 국경지역들도 이와 상황이 유사하다.
따라서 최근에 러시아는 매력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의 바이
칼 호수와 몽골의 흡수굴 호수를 연결하여 자연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
상을 제기하고 있으며 몽골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중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 중 관계
중국과 몽골이 1949년 10월 16일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50년 동안
양국관계는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소연방 해체를 전후하여 양국

63) 러시아는 매년 1만 5,000톤의 우라늄이 필요한 데 비해 3,400톤만 채굴되기 때문에 미국, 카자흐스탄, 남아
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우라늄 확인매장량을 자랑하는 몽골에서 우라늄 산지 개발에 참여하기를 절
실히 원하고 있다(Газета, 23 января 2009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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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소련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하고,64) 몽골이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
몽골의 관계는 두드러지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몽골의 개방적인 대외
정책은 울란바토르에서 베이징의 정치적 입지를 현저히 강화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었다.
우선 중국은 몽골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공백을 틈타
재빨리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몽골 정책은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였다. 또
한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을
매력적인 국가로 간주하였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석유, 석탄, 목
재, 천연가스 및 기타 에너지자원의 부족을 체험하고 있지만 일상생필품과
경공업 제품의 거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반면 몽골은 경공업, 농업 및
기타 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의류, 가전제품, 식료품, 농산물
등과 같은 소비재 상품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막대한 원료를 생산하고 수출
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은 양국간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장차 몽
골과의 경제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몽골을 계속 자
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두어 왔다.
몽골에 있어서도 국내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 요소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국 역시 몽골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
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4년 4월 29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중국․몽골 간의 새로운 우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는 양국간 선린관계의 발전이 주권과 독립성 및 영토의 통일성을 서로 존중
하고 불가침 및 내정 불간섭, 평등 및 상호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과 몽골 관계는 호혜적인 협력

64) 소련군대는 중․소 관계가 악화되었던 1966년에 소련․몽골 조약에 따라 몽골에 배치되었다.

93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현황 │

원칙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고위급 수준에서 정치관계가 정비되면서 중국과 몽골 간의 무역이 급증하
고, 중국의 대몽골 투자도 확대되었다. 양국 교역량은 1991년의 3,850만 달
러에서 2000년에는 4억 1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몽골에서
553개의 중국 기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몽골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중국 측은 몽골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준
수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1999년 7월 장쩌민 총서기의 몽골 방문
시 상호협력의 확대에 관한 제안서에는 몽골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확대하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몽골 관계가 보다 발전된 계기는 2003년 후진타오 주석의 울란바토
르 방문과 더불어 중국이 몽골에 3억 달러의 특혜신용을 제공하는 중국 정
부의 결정이었다.65) 이후 2005년 5월 양국간에 18개 협력에 관한 문서가
조인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중국이 몽골에 대해 5,000만 위안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몽골의 수도에 중국의 전통의학연구소 분소를 개설한다는 협정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2008년에도 몽골에 2,000만 위안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또한 중국은 몽골의 체육관과 상공회의소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
주었다. 이외에도 2008년 중국 시진핑 부주석의 울란바토르 방문 과정에서
조인된 중국․몽골 중기 무역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따르면, 양국 경제협
력 규모를 증대하고, 그 형태와 방향을 다각화하기로 되어 있다. 중국 정부
는 국가경제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들에게 몽골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9년 6월 25일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의 S. 바야르 총리와 D. 뎀베렐 국
회의장이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 허궈창(賀國强) 상무위원을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다. 허궈창 상무위원은 최근 몇 년간 양국

65) Байкалинформ, 17 января 200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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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의 노력 덕분에 중국과 몽골 간 교류협력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고 평가하면서, 지금의 몽․중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발전단계에 있다
고 강조하였다.66) 2009년에는 중국과 몽골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
하기 위해 울란바토르와 베이징에서 각각 축제행사가 개최되는 등 양국관계
가 우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문 분야에서 몽골과 중국 간의 협력 수준과 범위는 명백히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 간 조약에 기초하여 국비로 실시
되고 있는 학술교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67) 중국에 의해 몽골에 설립되는
교육기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중국어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국가 간 협정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매년 양국은 중국과 몽골에서 각각 문화의 날을 조직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나. 몽 중 경제협력
1990년 이후 중국과 몽골의 교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3,36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과 몽골의 교역량은 2008년 최대치인 28억
1,390만 달러로 무려 84배나 증가하였다.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양국 교역량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년대비 31.7% 감소한 19억
2,290만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기준 몽골의 총 교량 가운데 중국의 대몽골 수출은 5억 3,210만
달러로 25%를 차지하였고, 수입은 13억 9,080만 달러로 73.1%를 차지하

66) Синьхуа(2009. 6. 25).
67) 2010년 6월 1일 원자바오 총리의 몽골 방문 도중 중국은 향후 5년 간 매년 몽골 청소년 60명을 중국에 여행
시키고, 2,000명의 대학생들을 유학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몽골교민신문 , 201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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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근 몽골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점차 다양화되
고 있으나, 중국의 대몽골 수입이 거의 3/4에 육박하고, 대몽골 수출이 1/4
을 상회할 정도로 몽골의 교역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 표 4-4. 중국의 대몽골 교역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교역량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0

33.6

22.3

11.3

11.0

1991

69.1

16.3

52.8

-36.5

1992

126.9

57.6

69.4

-11.8

1993

186.1

65.9

120.1

-54.2

1994

84.2

21.4

62.8

-41.4

1995

112.6

39.4

73.2

-33.8

1996

139.0

64.0

75.0

-11.0

1997

158.5

98.2

60.3

37.9

1998

143.4

55.0

88.4

-33.4

1999

255.7

64.0

191.7

-127.7

2000

377.2

109.5

267.7

-158.2

2001

314.1

113.5

200.6

-87.1

2002

360.0

140.0

220.0

-80.0

2003

448.2

171.5

276.6

-105.1

2004

661.3

253.5

407.8

-154.3

2005

811.0

305.8

505.2

-199.4

2006

1,450.4(48.1)

409.9(27.5)

1,040.5(68.1)

-630.6

2007

2,062.0(51.5)

661.9(31.3)

1,400.1(74.1)

-738.2

2008

2,813.9(45.7)

1,182.6(32.7)

1,631.3(64.2)

-448.7

2009

1,922.9(47.7)

532.1(25.0)

1,390.8(73.1)

-858.7

주: ( ) 안의 수치는 몽골의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몽골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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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몽골 수출품목 중 80%는 밀가루, 쌀, 설탕, 야채 및 과일 등 식
료품과 의류, 신발 및 일상 생활용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몽골 수
입품목은 구리, 몰리브덴 농축광, 석탄, 원유와 털, 양모, 양피 등 축산제품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68) 특히 중국은 석탄, 원유, 구리 등 몽골 광물의 최
대 수요국이다. 1985년 이후 양국은 정부 간 무역과 동시에 변경무역을 발
전시키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내몽골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영하회족자치
구, 하북성, 길림성 등 몽골과 보다 깊게 관련된 지역에서 변경무역을 실시
하고 있다.69) 중국과 몽골의 무역에서 최근 변경 및 바터무역이 80%에 달
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70)
중국의 대몽골 경제협력은 러시아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협력 정책은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중국은 몽골의 광물자원을 대대적으
로 개발하는 목표를 몽골 전 지역의 축산 원료를 구매하는 무역정책과 결합
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는 몽골의 이익에
모순되는 요소도 있다. 예컨대 중국은 몽골의 축산제품을 명백히 낮은 가격
에 구입하여 매우 높은 이득을 얻고 있다. 몽골은 중국 기업가들이 가공되지
않은 원료를 통제 없이 직접 대대적으로 반출할 경우 몽골 축산업자들의 물
적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중국과 몽골 간 경제
관계에서 금융 및 결제 문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몽골 GDP의 30~40%에 이르는 금액이 공식적
인 결제 및 은행거래를 벗어나서 비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다.71) 뿐만 아니

68) Галина Сергеевна Яскина,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еодоление
противоречий,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2009, p. 32.
69) http://www.mfa.gov.cn/chn/gxh/tyb/ 참고.
70) Железняков А. С.(2009), “Субьекты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кочевая Монголия,” Полис.
Поличические исслеодования, No. 4, 2009, p. 144.
71) Шурхуу Д.(2003), Глобализация и монголо-китайски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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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의 ‘비공식’ 수출업자들이 낮은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여 몽골 상표를
붙여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몽골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무역 분야 외에도 중국은 몽골 경제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몽골이 개혁을 시작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몽골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
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중국으로, 현재 전체 외국인기업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4,927의 중국 기업이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다(표 4-5 참고). 1990년
에서 2009년까지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38억 6,480만
달러인데, 이 가운데 중국이 약 19억 8,148만 달러로 51.27%를 차지하고
있다.

❚ 표 4-5. 몽골에 등록된 중국 기업의 수 ❚
1990-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534

532

827

876

859

299

자료: FIFTA(몽골외국인투자무역청).

몽골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소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중국
소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것은 1990년대 초 몽골이 투자 상한선을 1만 달러
수준으로 설정한 점과 관련이 있다.72) 그 대신 소규모 자본투자는 중국 기
업들이 상당히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상황에 관계없이 활동공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중국의 대몽골 투자는 자원개발을 위한 광업 분
야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무역 및 요식업, 건설, 엔지니어링 하청 분야,
경공업, 농업, 에너지, 보건, 섬유 및 식료품 산업 등 거의 전 분야를 포괄하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6, p. 85.
72) Галина Сергеевна Яскина(2009),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еодоление противоречий,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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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건설, 보건, 요식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을 갖추고 있다.
최근 중국은 몽골 전략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몽골 에너지자원 분야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중국은 2010년 7월부터 북한의 라진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동안 막대한 물류비용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을 미뤄왔던 몽골의 자원개발
사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몽고의 아얼산(阿爾山)까지 불과
433㎞ 떨어져 있는 몽골 초이발산73)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에 지대한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중국이 초이발산에서 아얼산을 잇는 철도를 개설
하기로 몽골과 합의한 것도 초이발산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미 아얼산~지린(吉林)성, 바이청(白城)~창춘(長春)~지린
(吉林)~훈춘(琿春)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놓여 있어 초이발산~아얼산 철도만
연결되면 초이발산의 막대한 지하자원이 훈춘과 라진항을 거쳐 동해 뱃길로
장강 삼각주 등 연해지역 공업벨트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이발산~울란바토르~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가 이미 부설되어 있어 아얼
산~초이발산 구간만 건설되면 중국은 일거에 두만강 유역에서 러시아와 유
럽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게 된다.74)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은 몽골의 석
유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다칭유전과 동승석유공사 등
두 개의 석유회사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몽골의 동고비 및 남고비
지역에서 연간 60~70만 배럴의 원유를 채굴하고 있으며, 채굴한 원유는 철
도와 차량으로 운송하고 있다. 중국의 페트로차이나(Petrochina)도 연간 3~5억
달러를 투자하여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10년 후 중국이
몽골 석유산지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75)

73) 이 지역에는 석탄 1,520억 톤, 철광석 20억 톤, 인 20억 톤, 동 8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4)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77040.
75) 몽골과학원 국제연구소 D. Shurkhuu 박사와의 인터뷰(2010. 5. 6, 울란바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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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몽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몽골
의 남부 국경지역으로 넘어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 몽골인의 우려를 자
아내고 있기도 하다. 몽골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상당수에 이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주로 몽골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서 노
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건설 분야에서만 4,000명에 이르고 있
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몽골에는 전체적으로 약 7만 명의 중국인들이 거
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76)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몽골시장에서 러시아의 가장 강력
한 경쟁국으로 부상하였고, 몽골에 대한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2009년 몽골의 S. 바야르 총리는 몽골과 중국 간 협력 전망에 대해 언
급하면서, 광물자원개발, 자동차 및 철도 건설, 인프라 개발, 석유탐사 및 에
너지 개발 분야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몽골의 광업이 발전
할 경우 무역 및 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미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 미 관계
미국과 몽골은 1987년 1월 27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1988년에 울란바토르에 자국의 대사관을 개설
한 데 이어, 1989년에는 몽골이 워싱턴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미국과 몽골
관계는 소련 해체 및 신생 러시아연방과 몽골의 관계가 약화되는 배경하에
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몽골의 사회주의 탈피와 민주주의 개혁의 성공은 미

76) Зууны мэдээ(200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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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몽골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이웃 강대국들과 우호
적인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과 교류를 최대한 발전시킨다는
‘제3의 이웃’ 정책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는 이웃 두 강대국들
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몽골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몽골 지
도부는 지금까지 ‘제3의 이웃’ 개념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한
국, 인도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ASEAN, APEC 및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77)
사실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 개념은 1990년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
무장관이 발의한 것으로서 1990년대 초에 실제 이 개념은 무엇보다 미국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라브단 볼드 주미 몽골 대사는 “몽골의 대외정책은 자국
의 제3의 이웃인 미국에 대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두 이웃 국가들처럼 똑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3의 이웃’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과 다방면의 관계를 수립하고,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78)
더 나아가 2001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N. 엥흐바야르 몽골 총리는 조지 부
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길 희망한다는
의향을 밝혔다.79)
1990년 제임스 베이커 미국국무장관의 몽골 방문, 1991년 1월 P. 오치르
바트 몽골 초대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2001년, 2004년, 2007년 몽골 대통

77) N.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2006년 12월 7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산하 국무아카데미에서 행한 ‘몽골 국가업
무의 혁신몽골의 멀티 벡터 대외정책)’이란 제하의 강연에서 ‘제3의 이웃’이란 어떤 특정 국가들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국가, 국제기구, 단체 및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세계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Яскина
Г.(2008), “Монголия и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на пути и сближению,”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3, 2008, p. 27).
78) http://www.internationalreports.net/asiapacific/mongolia/2007/neighbor.html.
79) ИТАР-ТАСС(200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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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워싱턴 방문,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몽골 방문 등 정상 및 고위
급 수준의 상호 방문은 정례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미국과 몽골의 정치
및 경제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작은 몽골에 미국의 정상 및 고위급 인사가
잦은 방문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대몽골 정책은 다른 ‘포스
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몽골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체제 개혁의
진전과 더불어 몽골이 ‘자유세계’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즉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와 중앙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
한 한 더 많은 개도국들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기 위해 몽골과 협
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동안 군사 및 정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급진전되었다. 군사 분야에
서 특히 관심이 높은 미국은 무엇보다 몽골의 동부, 남고비, 고비-알타이 및
홉드 아이막(道)을 포함하여 국경지역들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동부 아이막과 홉드 아이막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이 만나는 곳으로 군사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교차점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80) 그러나 1992년에 채택된 몽골 헌법은 국내
에 외국 군사기지의 주둔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부터 소위 ‘칸 퀘
스트(Khan Quest)’라는 연례적인 국제군사훈련을 통해 몽골과 보다 긴밀한
상호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몽골 군인들에 대한 군사교육
을 실시하는 등 몽골의 군사력 현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몽골은 자국 군인
들을 NATO와 UN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서 코소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80) Паранский А. Б.(2010), “Американо-Монголь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ША-Канада.
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культура,, No. 1, 2010, pp. 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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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콩고, 수단, 서부 사하라, 에티오피아 등으로 파견하고 있다. 최
근 120명의 몽골 사병과 장교들이 이라크 다국적군으로 활동하고 있고, 50명
의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몽골과 미국의 군사협
력, 몽골 군인의 UN평화유지군 활동에의 직접적 참여는 몽골이 지구상 다
양한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 미국 행정부의 정책노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자국의 영토안보를 보장하
려는 몽골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부터 몽골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
금까지 미국은 몽골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3
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몽골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USAID는 1991~2008년 기간 동안 몽골 축산업자들의 시장경제 적응, 선진
목축기술 전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몽골에 1억 7,450만 달러의 무
상원조를 하였다. 특히 USAID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은 몽골 축산업자들의
생산 현대화 및 다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비은
행금융기관이 설립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미국 농업부도 1993년부터 몽골에
식량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1990년대 초 몽골의 개혁 초기
에 몽골이 외부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국평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영어
학습제도를 확대해 왔는데, 최근 100여 명의 단원들이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몽골에서 ‘Gobi Business News’를 출판하여 상업정보를
전파하고 있으며, 몽골 내 미국․몽골 TV 방송국인 ‘Eagle TV’를 운영하는
등 몽골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몇 년전 울란바토르에 미국몽골연구센터(American Center for Mongolian
Studies)를 개설하여 양국 학계와 연구자들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
고 있다.
미국은 초기에 몽골 주민의 생활조건 개선 및 시장경제 도입과 관련된 토
지사유화, 연금개혁 등 각종 제도개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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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로젝트들의 실행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운
송 인프라 재건 및 보건 분야 등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2007년
10월 미국의 ‘새천년 도전(Millennium Challenges)’ 국가기금81) 이사회가
5년간 몽골에 2억 8,500만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몽골과 협정을 체결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 협정에 따라 철도, 보건, 통신교육(원거리 교육),
소유권 보호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실행될 것이다. 이 가운데 1억 2,900만
달러는 운송 인프라 재건사업, 1,700만 달러는 보건 분야의 최신진단연구센
터의 설립, 5,800만 달러는 토지 및 재산 등록제도 개선 프로젝트82)에 투입
될 것이다.83) 이러한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들에 대
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몽골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최근 약 2만 명의 몽골 시민들이 미국에 거주
및 유학하고 있다.84) 주로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콜로라도 및 일리노이 등
4개 주에 총 15,000~18,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이외에도 뉴저지주에
약 3,000명의 칼미크계 미국인들이 정착해 있다.85) 1996년에서 2006년 기
간 동안 11,000명의 몽골 학생들이 미국에서 수학하였으며, 2008년 기준으
로 1,400명의 몽골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다. 초기 몽골 이
주민들은 1949년 중국의 내몽골 지방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인구 300만

81) 이는 자국민의 잠재력 개발에 대해 자본을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장려하는 국가들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
들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국가기금이다.
82) 여기에 배정된 재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그리고 지도 작성 및 프로젝트 틀 내에서
토지를 사유화하는 축산업자와 농민들의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 실시, 우물 설치 및 유목민 가옥 건축에 필
요한 건설자재 구입, 가축 생산성 제고, 목초지의 수자원관리 조직, 현지 행정기관들에 대한 마케팅 및 토지
이용 방법 교육, 자연환경, 보건 등에 투입될 것이다.
83) Монцамэ(2007. 9. 14).
84) Монголи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цифрах в фактах. Улан-Батор: Преставительство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онголии, 2007. 현재 가장 많은 수의 몽골인들이 한국(약 3만 2,000명), 중국 및 일본에 정
착하였으며, 유럽연합(EU) 가운데서 몽골 이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체코(2007년 7,500명) 이다.
85) Паранский А. Б.(2010), “Американо-Монголь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ША-Канада.
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культура,, No. 1,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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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하의 몽골에서 비교적 대대적인 이주가 시작된 것은 몽골 국민들이 해
외출국의 자유권을 획득했던 1990년에 시작되었다. 실제 미국은 몽골의 인
접국인 중국(500만 명),86) 러시아(약 50만 명),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에 몽
골보다 더 많은 몽골 민족이 살고 있다는 점을 대외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몽골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뿐 아니
라 경제발전과 군대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 학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채널 구축을 통해 몽골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대
몽골 협력전략은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
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하였다.
몽골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게 인식하고 자국의 민주주의 기초를 강화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을 자신의 ‘제3의 이웃’이라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몽골 간의 정치, 경제협력이 급속도로 발전하
고 있다.

나. 몽 미 경제협력
미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가운데 상품 교역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
다. 최근 10년간 양국의 교역량은 해마다 등락을 거듭해 오면서 적게는 1억
달러에서 많게는 약 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까지 몽골의 수
출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몽골의 대외무역 총액에서 4.3%를 차지했던 미국의
비중이87) 2006년에는 5.4%까지 증가했으나, 2007년 3.1%, 2008년 4.3%,

86) 이평래 역(2010), 고마츠 히사오 외 씀,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 p. 454, 소나무,
87) Монголи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цифрах в фактах. Улан-Батор: Преставительство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онголи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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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9%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현재 몽골의 대외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몽골의
내수시장 규모가 콜로라도(Colorado)주의 덴버(Denver)시 수준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늦게 몽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초라한 성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 미국의 대몽골 교역은 2억 6,74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1억 1,173만 달러로 전
년대비 56.1%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7년까지 몽골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
으나, 2008년부터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01년 미국 의회가 몽골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확대하기로 결
의하면서 몽골이 특혜를 받고 있긴 하지만, 몽골의 육류제품과 캐시미어 수
출에는 이와 같은 특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88)

❚ 표 4-6. 2006~09년 미국의 대몽골 교역량 ❚
(단위: 백만 달러)

항목/연도

2006

2007

2008

2009

교역량

163.0(5.4)

122.6(3.1)

267.4(4.3)

117.3(2.9)

수 출

44.1(3.0)

58.1(2.7)

156.7(4.3)

103.6(4.9)

수 입

118.9(7.8)

64.5(3.4)

110.7(4.4)

13.7(0.7)

무역수지

-74.8

-6.4

46

89.9

주: ( ) 안의 수치는 몽골의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몽골상공회의소.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미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은 자동
차, 보일러, 부품, 전기기계, 오디오 및 텔레비전, 광학장비 및 의료장비 등

88) Ардын эрх(2007. 3. 15).

106│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몽골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 액세서
리, 보석 및 귀금속, 양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표 4-7. 2008년 미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입 품목 ❚
미국의 수출
품목

미국의 수입

백만 달러

%

품목

백만 달러

%

28.5

50.1

13.2

25.1

뜨개질 의류 및
액세서리,
비뜨개질 의류 및
액세서리

자동차

15.6

27.2

원자로, 보일러, 부품

11.6

20.3

전기기계, 오디오설비,
텔레비전, 부품

6.9

12.0

비유기화학 제품,
보석 및 희귀금속

6.2

11.8

광학 장비, 의료
장비, 외과 기구 등

6.2

10.8

실과 직물을 포함한
양모

2.0

3.8

기타 제품

17.0

29.7

기타 제품

4.9

9.3

자료: Паранский А. Б.(2010), “Американо-Монголь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ШАКанада. 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культура,, No. 1, p. 66.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측량장비, 수동식 기계, 도로포장용 기계,
목재 건설자재, 비행기 격납고, 건설 설계 서비스 분야의 대몽골 수출 전망
이 밝다.89) 또한 미국인들은 정수장비, 항공기 정비 서비스, 섬유 및 의료
장비, 농기계, 식품산업 기계(특히 육류 가공기계), 미국산 포도주, 디지털 사
진기 및 비디오 카메라 등의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몽골 통계에 따르면, 몽골에 누적된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1990년의 100만 달러에서 2009년 38억 6,48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8년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는 7억 6,400만 달러, 2009년에는 8억 3,700만 달러
였다. 2009년 기준 세계 100여 개국의 9,940개 기업들이 몽골에 등록되어
있다. [표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 기업들은 전체 외국인투자 기업 수

89) 2007_mongolia_investment stat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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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28%인 227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투자금액은 1억
8,938만 달러로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4.9%를 차지하였다. 이
러한 공식통계에는 몽골에서 활동 중인 캐나다, 호주, 서유럽 및 기타 기업
들에 투자된 미국의 자본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대몽골 투
자 비중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비교적 늦게 몽골에 진출했지만,
다른 외국인투자자들을 능가하며 대몽골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표 4-8. 몽골에 등록된 미국 기업의 수 ❚
전체수

1990~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27

98

19

28

27

44

11

자료: FIFTA(몽골외국인투자무역청).

미국의 자본은 주로 채광산업, 무역, 요식업, 은행 부문, 관광 및 농업 분
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특히 많은 투자
를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기업들은 몽골의 채광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면
에서 외국인회사들 가운데 3위에 올라 있다. 오유톨고이 광산(구리 및 금)의
경우 캐나다와 영국의 합작기업인 아이반호-리오틴토(Ivanhoe-Rio Tinto)사
가 몽골 정부와 공동개발하기로 2009년 10월에 최종 확정되었는데, 캐나다
의 아이반호리소스(Ivanhoe Resources)사는 실제 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다. 이 광산의 확인 매장 광석은 9억 3,000만 톤으로 그 속에 구리 함량은
0.5%, 톤당 금 함량은 0.36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90) 이외에도 미국은 다
른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타반톨고이 석탄산
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채광 부문 외에도 미국 기업인들은 특히 몽골의 건설 분야, 프랜차이즈와

90) Коммерсанть, 12 мая 200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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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그리고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일본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 일 관계
1972년 일본은 미국이나 EU국가들보다 일찍 몽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
였다. 이후 1990년까지 일본과 몽골의 관계는 서로 사회체제가 달라 제한적
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발전하였다. 몽골이 1990년 초부터 ‘신네
치렐(shinechlel)’이란 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
고,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면서 양국의 협력관계는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때부터 일본과 몽골의 상호 관계는 과거와 달
리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수준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몽골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즉 일본의 대
몽골 전략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국제무대에서 우호적인 세력으로 끌어들여
지지기반을 넓히고, 나아가 자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
용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파악된다. 일본은 몽골과 함께 세계평
화, 안보보장, 그리고 각국의 협력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의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아시
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에 관심이 높은 몽골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Asia Europe Meeting)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몽골
은 UN안전보장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해 왔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동북아공동체 창설을 주도하기 위해 몽골과의 협력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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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데 전략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91) 이는 양국간에 개최된
학술회의의 주된 주제가 동북아공동체 창설에서 일본과 몽골의 역할, 동북아
공동체 창설을 위한 가능성 연구 등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대몽골 정책 가운데 막대한 원조 제공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몽골에서 진행된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과감하게 지원을 제공한 국가이다. 당시 몽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여준
일본의 경제부흥 경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자문관
들은 몽골이 수많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커다란 도움을 주었고,
양국 기업인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다. 당
시 몽골의 정부 부처들이 일본 전문가들의 자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원조외교를 통해 몽골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막대한 노
력을 기울여 왔다.92) 예컨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은 국제사회가 몽
골에 제공한 전체 대외원조와 신용의 약 1/3을 차지하였는데, 이 가운데 무
상원조는 연간 3,000~3,500만 달러에 이르렀다.93) 또한 2008년까지 일본의
대몽골 지원금액은 OECD DAC 대몽골 지원 총액의 50%, 국제사회가 지
원한 ODA 총액의 36%를 차지하여 몽골의 최대지원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과 몽골 양국 정부는 이미 1996년에 ‘종합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한다
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1998년 5월 14일 N.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의 도쿄
방문 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양국의 공동목표가 “21세기 상호 이해와 신
뢰 증진을 통해 종합적인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몽골제국 설립 800주년을 맞이한 2006년에는 양국 총리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몽골을 방문하여 양국의 협

91) 몽골 역시 이러한 구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L. Dashdorj 몽골 대통령 자문관과의 인터뷰,
2010. 5. 6, 울란바토르).
92) 일본 정부는 몽골에 대한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 몽골에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대표부를 개설하였다.
93) Улаанбаатар тамс, 21 августа 2004r.

110│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다. 또한 2006년에 일본의 경제
산업성과 몽골의 통상산업부, 일본의 환경부와 몽골의 자연환경부 간의 회의
가 개최되어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정책 및 조정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였
다. 이와 같이 일본은 몽골과의 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회담과 고위급 방문을 추진하면서 정치관계를 순조롭게 확대하고 심화시켜
오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과 몽골 간의 교육, 문화, 인문 분야의 협력관계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몽골제국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에
서 ‘몽골의 해’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고, 양국 수교 35주년
을 맞은 2007년에는 몽골에서 ‘일본의 해’로 설정하여 양국 간 문화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몽골 전문가
들을 가장 활발하게 양성하고 있다.94) 이러한 분야의 협력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2월 N.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도중에
양국은 ‘종합적 동반자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10개년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양국 정부가 10년
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내용은 높은 수준의 정치관계 유지, 상호 이해 및
신뢰의 공고화,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강화, 무역 및 투자의 확대와 상호
이익을 위한 원칙 실현, 교육, 문화 및 인도적 분야의 상호 협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우선 양국 정상들의 정례적인 방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외교채널을 강화하고, 기존의 부처 간 회담을 정례화하
며 아직 협력하지 않고 있는 부처들 간에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몽골은 UN안전보장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을 계

94) Железняков А. С.(2009), “Субьекты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кочевая Монголия,” Полис.
Поличические исслеодования, No. 4,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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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지지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몽골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현행 대몽골 원조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시작되는
몽골의 ‘국가발전전략 2021’에 맞춰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에서
상대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2년마다 양국간 문화포럼을 개최하며, 양
국의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 몽 일 경제협력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대몽골 교역량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억 810만 달러이던 양국 교역량은 2008년
에 2억 6,650만 달러로 불과 2년 만에 147%나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몽골의 총대외교역량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4.3%로 늘
어났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에 양국 교역량은 전년
대비 62%나 감소한 1억 160만 달러를 기록하여 일본이 몽골의 대외교역량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몽골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되어 있다.

❚ 표 4-9. 2006~09년 일본의 대몽골 교역량 ❚
(단위: 백만 달러)

항목/연도

2006

2007

2008

2009

교역량

108.1(3.6)

140.7(3.5)

266.5(4.3)

101.6(2.5)

수출

101.2(6.8)

126.3(6.0)

238.9(6.6)

97.0(4.6)

수입

6.9(0.5)

14.4(0.8)

27.6(1.1)

4.6(0.2)

무역수지

94.3

111.9

211.3

92.4

주: ( ) 안의 수치는 몽골의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몽골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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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몽골에 등록된 일본의 기업 수는 428개로 전체 외국인기업 수
의 4.31%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4,927), 한국(1,856), 러시아(752)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4-10 참고). 1990년에서 2009년까지 일본의 대몽골
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1억 6,117만 달러로 중국(19억 8,148만 달러), 미국(1
억 8,938만), 한국(1억 7,566만 달러)에 4위에 이어 올라 있다. 일본의 대몽
골 누적투자 금액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4.26%에 해당된다.

❚ 표 4-10. 몽골에 등록된 일본 기업의 수 ❚
전체 수

1990~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28

190

29

56

60

58

35

자료: FIFTA(몽골외국인투자무역청).

일본은 몽골에 많은 원조를 해주었으나, 경제 규모에 비해 몽골에 대한
투자는 많지 않은 편이고 아직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사
실 일본이 초기에는 몽골의 경제 규모가 작아서 몽골 시장에 큰 관심을 갖
지 않았으며, 투자 규모가 큰 광물자원 개발 참여에 대해서도 아직 크게 진
전된 상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결정이 빠른 중국에 비해 일본은 오랜
기간 진출 준비를 검토하는 등 의사결정이 느리며, 정부 간 협의를 거친 후
에 기업들이 뒤따라 들어가는 특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은 몽골 기업과 공동으로 캐시미어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여 생
산되는 제품을 러시아 등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몽
골의 금융산업에 진출하여 한은행(Хан Банк)과 농업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1990년대 몽골 지역에 대해 광범위한 광물탐사를 실시한 바 있는 일본은
최근까지 몽골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와 제도의 미비 등으로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몽골의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질
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최근 3~4개 일본 기업들이 몽골의 광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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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등 진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우라늄,95) 석탄 부문에 투자진출을 원하고 있다.96)
일본의 대몽골 경제협력 초기에는 당시 몽골의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몽골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 형태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협력은 몽골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 분야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광물자원개발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 향후 일본의 대몽골 투자는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95) 일본의 우라늄 소비는 연간 약 9,000톤에 이른다(Газета, 23 января 2009г.).
96) Munck-Ochir 몽골 국회의원 겸 몽-한의원친선협회 회장과의 인터뷰(2010. 5. 5, 울란바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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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 몽 경제협력 현황97)
가. 교역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1982년 한국의 대몽골 수출(30만 달러), 1985~87년간
한국의 대몽골 수입(각각 54만 달러, 17만 달러, 14만 달러)으로 시작되었으
나,98) 양자간 수출과 수입은 1988년 한국이 몽골로부터 천연섬유원료를 수
입하고 섬유제품을 수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수교 이후부터 양국
의 교역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1994년에는 2,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1990년대 한국은 주로 승용차와 섬유제품을 수출하고, 동광과 아연, 은 등과
같은 광물자원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교역구조는 지금까지 큰 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한국의 대몽골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약
1,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9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몽골의 통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98)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상 ‘국가의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가 1988년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역품
목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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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연도별 한․몽 교역 현황 ❚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양국간 교역량은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3년에는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 2004~05년 사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몽골 내 연료, 식료품, 섬유제품, 생필품 등의 가격
이 급등하여 소득 및 수요 감소 효과를 가져와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
출이 다소 감소하였다. 2006년 이후부터는 양국의 교역량이 다시 회복되어
2008년 한국의 대몽골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40%, 50% 증가하여
수출 2억 3,823만 달러, 수입 3,115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에
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30%, 31% 감소하여 수출 1억 6,689만 달러, 수입 2,148만 달러를 기
록했다. 한국의 대몽골 무역흑자도 1994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에는 2억 708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한 1억
4,541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기준 몽골은 한국의 87대 수출국이자 101대 수입국이며, 총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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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몽골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6%이고, 총수입에서 몽골의 비중은
0.007%로 매우 낮은 편이다. 같은 해 기준 한국은 몽골의 8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국으로 총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0.8%, 총수입에서의 비중은
7.3%이다.99) 한국의 대몽골 수출과 수입 비중 및 몽골의 대한국 수출 비중
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몽골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 표 5-1. 연도별 한․몽 교역 비중 ❚
(단위: %)

항목

수출

수입

연도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한국의 몽골 비중

0.046

0.056

0.046

0.006

0.007

0.007

몽골의 한국 비중

2.2

1.2

0.8

5.5

5.4

7.3

자료: 한국무역협회; 몽골상공회의소.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외교관계 수립 이전에는 원료(섬유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섬유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교역 구조였다. 1990년 이후부터는 의
료용기기, 컴퓨터,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의 기계류가 수출되고, 몽골의 철,
비금속광물, 동광 등의 광물자원과 섬유원료 등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품목
이 점차 다양화되었고, 보다 상호 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화물자동차(17.9%), 자동차부품(7.4%),
무선전화기(6.2%), 승용차(4.6%) 등 자본집약적 제조업 제품이며, 주요 수입
품은 몰리브덴과 같은 기타금속광물(87.3%), 형석 등의 기타비금속광물
(5.1%), 천연섬유원료(2.5%), 모류, 편직제의류(스웨터) 등 원자재 및 노동
집약적 제조업 제품이다.

99) 몽골통계청(2009),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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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한국의 대몽골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9년) ❚
(단위: 천 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출
품목명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승용차
윤활유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연초류
화장품
건설중장비
주류
기타 잡제품
엘리베이터
철구조물
기타 플라스틱제품
음료
컴퓨터
화장지
소스류
축전지
기타 섬유제품

수입
금액
29,793
12,351
10,398
7,652
6,458

품목명
기타 금속광물
기타 비금속광물
천연섬유원료
모류
편직제의류

금액
18,754
1,085
534
310
228

5,433

건축용목제품

111

5,383
4,571
4,356
4,259
3,261
2,619
2,325
2,276
2,205
2,029
2,006
1,984
1,904
1,679

기타 수집품
주류
기타 섬유제품
승용차
기타 목재류
자동제어기
육류가공품
서적
산채류
방모직물
철강재용기
동물뼈
계측기부품
사탕과자류

63
45
43
35
32
28
24
24
20
18
15
12
8
7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말까지 양국간 교역에 참가한 한국의 대몽골 수출업체는 총 527개
사, 수입업체는 56개 사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교
보, 제일모직 등과 같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나. 투자
1) 한국의 대몽골 투자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한국이 경험한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최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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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투자액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약 57% 감소했다. 2009년까지 총 투
자금액은 1억 7,566만 달러이고, 총 투자 건수는 991건이다. 2009년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금액 기준으로 총 해외투자의 0.3%에 불과하며, 투자건수 기
준으로는 1.5%를 차지하는 등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표 5-3. 연도별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연도

건수(건)

1994

신고 기준
금액(천 달러)

건수(건)

투자 기준
금액(천 달러)

3

2,720

2

241

1995

5

1996

2

5,134

4

4,806

708

6

570

1997

5

356

4

1,400

1998
1999

5

458

1

130

5

4,272

4

1,855

2000

13

5,457

15

2,584

2001

9

4,552

14

2,634

2002

13

5,715

13

2,884

2003

11

4,567

18

927

2004

29

7,931

47

3,345

2005

52

14,226

104

6,705

2006

53

44,129

116

19,407

2007

104

50,271

179

44,367

2008

194

165,171

262

58,508

2009

114

123,021

202

25,298

누계

617

438,687

991

175,66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최초 투자가 시작된 1994년부터 2009년 말까지 투
자금액 기준 광업과 도소매업 부문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고,100) 현지시장
개척과 자원개발을 목적으로한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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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업종별로는 투자금액 기준 광업 부문이 3,272만 달러(174건)로 전체
투자 중 18.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고, 다음은 도소매업 2,587만 달러(165건)
로 1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42만 달러(42건)로
13.9%를 차지하고 있다.

❚ 표 5-4.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업종별(1994~2009년) ❚
투자 건수
(건)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건수, %)

비중
(금액 , %)

광업

174

32,716

17.56

18.62

도매 및 소매업

165

25,873

16.65

14.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2

24,415

4.24

13.9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8

23,712

13.93

13.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15,235

3.83

8.67

건설업

91

11,850

9.18

6.75

제조업

117

11,477

11.81

6.5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4

11,395

5.45

6.49

숙박 및 음식점업

33

8,011

3.33

3.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

5,881

5.15

4.56

운수업

15

3,074

1.51

1.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0

750

4.04

0.43

금융 및 보험업

4

354

0.40

0.2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

300

1.21

0.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299

0.30

0.17

농업, 임업 및 어업

11

290

1.11

0.17

3

30

0.30

0.02

991

175,660

100

100

업 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총계(2009까지 누계)
주: * 투자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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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대한 투자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8년에만 1,381만
달러가 투자되어 총 광업 투자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비금속광물
과 금속광물인 철, 금, 석탄 부문으로 중소기업과 개인 위주의 단독투자가
이루어졌다. 대기업은 2007년 석탄 부문으로 50만 달러의 단독투자를 통해
몽골의 광업 분야에 처음 진출했으며 2009년까지 총 330만 달러를 투자했
다. 현재 진행 중인 자원개발 사업 중 2005~10년간 지식경제부에 신고된
사업은 총 35개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은 총 19개로, 이 중 3개의
사업이 개발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조사 및 탐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개발
사업은 유연탄과 형석, 조사 및 탐사 사업은 금, 동, 주석, 희토류, 망간 등
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투자 진출은 1994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초
기에는 자동차부품 판매와 전자상거래 및 무점포 소매업 중심으로 진출했다.
2005년부터 건축자재 및 방직용 섬유와 섬유사, 시계 및 귀금속제품, 금속광
물 도매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중고자동차 판매와 담
배, 가정용 요업제품, 주방용품, 여행용품,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섬유․의
복․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곡물 도매업, 산업용 농산물, 화장품,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판매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의 특징은 대기
업은 거의 진출하지 않았고,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별 투자의 단독투자가 이
루어졌다는 점이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에서는 1999년 최초로 대기업
이 합작투자 방식으로 175만 달러를 투자해 2009년 말까지 총 469만 달러
투자했다. 중소기업은 주로 영화관 운영 및 서적 출판업분야에 진출해 있으
며, 2006년 처음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10만 달러 상당
을 합작투자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2007년 대기업이 이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2009년까지 대기업 위주로 진출했고 금액은 1,015만
달러에 이른다.

121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

건설업에 있어서는 현재 총 1,185만 달러(91건)가 투자되었으며 전체 투
자 중 6.75%를 차지하여 6위를 기록하고 있다.101) 몽골의 건설시장에 대한
참여는 건설공사 감리 부문을 포함하면 1995년 현대건설의 발전소 개보수
공사 감리건(154만 달러)이 최초이고, 수주 및 시공을 기준으로 하면 1996년
정일건설의 몽골철도 공사(95만 달러)가 최초의 투자이다. 이후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을 중심으로 상업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아파트, 수로, 댐 및 급배
수시설, 토목시설물, 공업․산업용 건물 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업
단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도로개발 사업에 대한 감리, 주거도
시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용역을 수행해 왔다. 건설 분야
에 대한 투자는 정부 차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발주로 추진된 원조 개발성
건설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102) [표 5-5]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를 나타
내고 있으며, 한국은 몽골의 건설업에 대하여 2009년까지 109건의 수주를
통해 2억 3,017만 달러의 건설 시공 및 용역을 수행했다.

❚ 표 5-5. 한국의 대몽골 건설사업 수주 현황(1995~2009년) ❚
(단위: 천 달러)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건수

16

5

44

27

17

109

금액

75,548

-3,208

86,213

52,961

18,656

230,170

자료: 해외건설협회.

101)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에는 설계, 감리 등 용역 부문에 대한 투자가 누락되어 있고, 현지 단독 및
지분 투자를 통한 법인 설립, 지사 설립 등에 있어 기준과 신고 및 송금 횟수에 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설계, 감리와 같은 용역을 포함한 건설수주 통계를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102) 바얀틱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조사 사업(2002~03), 울란바토르시 지역난방 및 용수공급 시스템 개선사
업 설계 및 시공(2008~09), 통합데이터센터 지원사업의 건설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
(2007~현재, 85.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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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1,148만 달러가 투자되어 7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 건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아 117건을 기록하고 있다. 초기에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시계, 귀금속, 식료품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를 했으며 이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담배, 인쇄, 펄프, 금속가공제품(저장용기), 비금속광물제품(시
멘트, 레미콘 등), 전자부품, 가정용품, 농기계 제조 등으로 확대되었다. 제조
업은 한국의 해외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함으
로써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과 기술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고 있다. 대몽골 제조업 투자는 현재까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전체 투자의
6.5%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저임활용, 현지 시장개척, 자원개발 등의 목
적으로 현지 자원과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몽골 업종별 투자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9년까지 801만 달
러(33건) 투자되었다. 이 업종은 한국의 초기 투자 시 주로 도매 및 소매업
과 함께 투자되었던 부문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로 특징
지을 수 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상당수의 소규모 점포 및 업체가 외국식
음식점업 및 주점업, 호텔업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이
몽골의 현지 통계상 요식업(catering service)으로 분류되어 몽골 내 한국 투
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103)
[그림 5-2]는 한국의 대몽골 광업과 도소매 및 음식점업 부문에 대한 투
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광업 부문은 2008년 이후에 투자가 급증하면서
집중되었고, 기존의 투자는 도소매업 중심의 소규모 투자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3) 몽골과 한국의 통계상의 차이는 양국간 업종 분류와 투자 기준의 차이로 발생되며, 몽골 내 한국 투자의 특
징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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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한국의 대몽골 업종별 투자 추이: 광업과 도소매 및 음식점업 ❚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목적별 한국의 대몽골 투자 특징을 살펴보면, 현지 시장진출을 목적으
로 투자하는 경우가 투자금액 기준 8,663만 달러(390건)로 가장 많고, 다음
은 자원개발 3,736만 달러(217건), 기타 2,597만 달러(207건), 저임활용
1,471만 달러(90만 달러), 수출촉진 977만 달러(70건) 순이다. 초기의 투자
는 수출촉진과 저임활용을 목적으로 투자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 광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방송통신 및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기존의 투자 세부 업종에서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현지 시
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급증하였다. 전체 투자 중 최고치를 기록했
던 2008년에는 현지시장 진출 및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82.3%
를 차지했고, 2009년에는 96.8%를 차지해 몽골 시장개척과 자원개발에 대
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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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투자 목적별(1994~2009년) ❚

현지 시장진출

투자 건수
(건)
390

투자금액
(천 달러)
86,633

비중
(건수, %)
39.35

비중
(금액, %)
49.32

자원개발

217

37,368

21.90

21.27

기타

207

25,972

20.89

14.79

저임활용

90

14,716

9.08

8.38

수출촉진

70

9,768

7.06

5.56

제3국 진출

8

640

0.81

0.36

선진기술도입

2

140

0.20

0.08
0.03

투자 목적

원자재확보

1

60

0.10

보호무역타개

2

27

0.20

0.02

N/A

4

336

0.40

0.19

991

175,660

100

100

총 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투자자 규모별로는 투자금액 기준 중소기업이 1억 186만 달러(57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기업 4,689만 달러(77건), 개인 2,453만 달러(306
건), 개인기업 238만 달러(36건) 순이다. 개인별 투자가 금액은 적지만 투자
건수면에서 대기업의 약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말까지 대
몽골 투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은 주로 통신, 소
프트웨어 개발 등에 진출하였으나, 자원개발을 위해 광업 부문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표 5-7.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투자자 규모별(1994~2009년) ❚
투자자 규모

투자 건수
(건)
572

투자금액
(천 달러)
101,864

비중
(건수, %)

비중
(금액, %)

57.72

57.99

대기업

77

46,889

7.77

26.69
13.96

중소기업
개인

306

24,528

30.88

개인기업

36

2,380

3.63

1.35

총계

991

175,660

100.00

10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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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형태별로는 단독투자의 경우가 557건(9,796만 달러)으로 가장 많고,
합작투자 322건(5,487만 달러), 공동투자 111건(2,263만 달러)이다. 합작투
자는 1990년대 몽골 진출 초기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문에서 주로 이
루어졌으며, 광업 및 통신과 같은 정보서비스업 등과 같이 정부 규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합작투자가 이루어졌다.

❚ 표 5-8.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투자 형태별(1994~2009년) ❚
투자 형태

투자 건수
(건)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건수, %)

비중
(금액, %)

단독투자

557

97,961

56.21

55.77

합작투자

322

54,868

32.49

31.24

공동투자

111

22,631

11.20

12.88

N/A

1

200

0.10

0.11

총계

991

175,660

100

10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단독 또는 합작 투자의 형태로 몽골 외국인투자무역청(FIFTA: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에 등록된 한국 기업의 수는 2009년
말 기준 1,856개 사에 달한다. 이 중 65.8%인 1,221개 사가 무역 및 요식
업체(trade and catering services)로, 양국간 무역을 담당하는 수출입업체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다. 광물 및 자원 개발 업체는 27개 사로 1.5%
를 차지하고 있다. [표 5-9]는 몽골 내 투자한 한국 기업의 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이 서비스 업체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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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9. 몽골 외국인투자무역청에 등록된 한국 기업의 수 ❚
(단위: 개, %)

업종

199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4년

비중

무역 및 요식업

198

115

194

317

기타

189

59

45

3

관광

55

19

18

3

5

100

5.4

정보통신

19

2

3

3

2

2

31

1.7

교통
지질탐사, 유전 및 광구
탐사
섬유

29

-

1

-

-

-

30

1.6

12

6

5

3

-

1

27

1.5

25

-

1

-

-

-

26

1.4

건설 및 건자재 생산

22

-

1

1

-

2

26

1.4

건강, 미용 서비스

20

1

1

-

-

-

22

1.2

교육, 문화, 과학, 출판

13

-

1

-

-

-

14

0.8

지역사회 서비스

12

-

1

-

-

-

13

0.7

농업, 목축업

9

1

1

-

-

1

12

0.7

가구생산

9

-

1

-

-

-

10

0.5

식음료 생산

9

-

-

-

-

-

9

0.5

은행 서비스

2

-

-

2

-

2

6

0.3

가정용품생산

4

-

-

-

-

-

4

0.2

보석 및 선물

2

-

1

-

-

-

3

0.2

가축 관련 가공업

1

-

-

-

-

-

1

0.05

에너지

1

-

-

-

-

-

1

0.05

전자기기 제조

1

-

-

-

-

-

1

0.05

632

203

274

332

302

113

1,856

100

합계

295

총계

102

1,221

65.8

3

299

16.1

자료: FIFTA(몽골 외국인투자무역청).

2) 몽골의 대한국 투자
몽골의 대한국 투자는 최초 투자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09년 말까지 총
721건의 3,794만 달러가 신고되었다. 1996년과 2000년에는 각각 1건의 투
자만 이루어졌으며 2001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74건
의 투자가 이루어져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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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몽골의 대한국 투자(신고 기준) ❚
(단위: 천 달러, 건)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투자 규모는 모두 100만 달러 미만으로,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
했다.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도소매
유통업으로 2,654만 달러에 대해 514건이 투자되었으며 몽골의 대한국 투자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음식 및 숙박업으로 788만 달러,
154건이 투자되어 약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전자 부문에 78만 달러 규모로 단 한 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특징은 소규모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에 치중해 있다는 점이며, 몽골 현지 통계 기준으로 몽골 내 한국 기
업의 투자 행태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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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0. 몽골의 업종별 대한국 투자(1996~2009년) ❚
대분류

제조업

서비스업

중분류
전기전자
섬유직물의류
기계장비
화공
식품
기타제조
소계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운수창고(물류)
통신
문화오락
부동산임대
비즈니스서비스
공공 기타서비스
소계
합계

신고 건수
(건)
1
6
2
1
1
1
12
514
154
20
8
5
2
4
2
709

신고 금액
(천 달러)
778
266
84
69
54
51
1,302
26,543
7,879
1,046
397
243
240
182
103
36,633

건수 비중
(%)
0.14
0.83
0.28
0.14
0.14
0.14
1.66
71.29
21.36
2.77
1.11
0.69
0.28
0.55
0.28
98.34

금액 비중
(%)
2.05
0.70
0.22
0.18
0.14
0.13
3.43
69.97
20.77
2.76
1.05
0.64
0.63
0.48
0.27
96.57

721

37,935

100.00

100.00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한국에 투자한 몽골 기업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266개 사가 있으며,
대부분이 도소매 유통업으로 의류, 잡화, 중고자동차와 부품 등과 같은 상품
무역업을 담당하고 있다.

다. 자원개발협력
한국과 몽골은 1999년 11월 양국 정부 간 ‘자원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에
너지 광물자원개발 협력 증진 및 공동탐사, 개발, 생산 및 가공처리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기술협력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매년 양국 교
대로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
의했다. 자원협력위원회는 [표 5-11]에 제시된 것처럼 1999년 1차부터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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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까지 자원개발협력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기업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교류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
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광업뿐만 아니라 전력,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부문의 협력에 관한 논의 범위도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표 5-11. 한․몽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현황 및 주요 내용 ❚
횟수

연도/월

개최국

주요 내용

1차

1999.12

몽골

- 자원에너지협력을 위한 중장기 구상
- 광물자원 공동 연구 협력에 관한 MOU 체결

2차

2001.11

몽골

- 자원개발협력조사 실시 합의
- 광물 관련 양국 기업 투자간담회 개최

3차

2003.06

한국

- 동북아 에너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 전력 협력 강화를 위한 몽골측 기술인력 연수 실시

4차

2004.05

몽골

- 한국 기업의 자원개발 기초 조사에 몽골측의 적극 지원 합의
- 가스 부문 몽골측 기술인력 연수 실시

한국

- 자원협력위원회 합의사항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구성 합의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과 몽골에너지연구개발센터 간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 광진공, 한전과 아이반호사의 오유톨고이 광산전력용
발전소․송배전선로 사업에 대한 MOU 체결

5차

2005.12

6차

2006.09

몽골

- 몽골 고비지역의 유연탄광 개발 및 울란바토르 외곽
100만 평 부지에 30kW급 태양광발전과 100kW급
풍력발전 복합설비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파크 조성 합의
- 대구도시가스의 몽골 태양열 난방시스템공급(100~200가구)
및 레이더기지 소형(6kw급) 풍력발전기 공급 MOU 체결
- 유연탄광에 대한 철도운송권이 확보

7차

2007.05

한국

- 몽골 타반톨고이 한국 기업 참여방안에 대한 MOU 추진
- 우라늄 공동탐사 MOU 체결

몽골

- 한국측 광산개발과 인프라 건설 연계된 패키지 투자제안
- 자원개발과 그린에너지 연계 협력을 위한 태양광, 풍력,
청정석탄 기술협력 추진 합의
- 한국가스공사와 몽골자원에너지부가 CBM(석탄층메탄가스)
개발공동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대구도시가스와 몽골 정부의 몽골 솜 단위 공급전력을
신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MOU 체결
-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해방지 및 환경복구 MOU 체결

8차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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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1. 계속 ❚
횟수

9차

10차

연도/월

2009.11

2010.06

개최국

주요 내용

한국

- 포스코가 몽골자원에너지부와 철강산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개발에 관한 MOU 체결
- 대구도시가스는 몽골 솜 단위 공급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0년 초부터 만다흐솜에
전기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힘
- 타반톨고이 프로젝트 추가협상 조속 추진

몽골

- 한몽수교 20주년을 맞아 기존의 협력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석탄개질사업에 관한 양국 부처 간 MOU 협의
- 몽골이 제안한 소형 원전 건립을 위한 공동 타당성조사
협의

자료: 지식경제부, 각종 언론 보도자료 종합하여 필자 작성.

[표 5-12]에 나타난 한국 기업의 몽골 광물자원개발 참여 현황을 보면, 한
국은 현재 총 34개의 금, 구리, 유연탄, 희토류, 형석, 주석, 몰리브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중 1개 사업만이 생산(유연탄) 중이
며, 6개 사업이 개발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조사 및 탐사 단계에 머물
고 있는 등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몽골 자원 확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한국은 매년 개최되는 한․몽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적극
적으로 몽골측에 자원개발 참여 의사를 전달해 왔고, 관련 인프라 건설 등
패키지 투자 제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결과적
으로 한국의 여러 기업과 신재생, 원전, 전력공급, 공동연구 확대 등을 위한
MOU 체결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아이반호사와 당시 광업진흥공사가 광산 공동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고
자원개발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오유톨고이 광산
전력공급에 필요한 발전소 및 송배전선로 공동사업 협력에 합의하는 등 자
원개발과 플랜트 수출을 동시에 이루는 성과를 가져왔다.
현재 한국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타반톨고이 컨소시엄104) 개발

131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

추진은 2007년 제7차 한․몽 자원협력위원회에서 타반톨고이 개발 참여 의
사 전달 이후, 투자법 관련 몽골 내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아직까지 협상
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몽골은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기업들에 비해 뒤
늦게 참가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제안서를 요구한 바 있다.
몽골이 특히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부문은 연간 생산규모, 운영 기간, 생산,
계획, 수송대책, 판로, 내국인 고용(최소 기준은 90%), 인프라 개발(발전소,
신도시 개발), 발전소 건설 및 석탄액화 산업 등 연관 산업발전 방안, 환경
보호 대책, 경영 체제(몽골 정부의 51% 지분 보유), 세금 및 수익분배 구조,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지원 탐사 및 개발 실적 등이다.
❚ 표 5-12. 한국 기업의 몽골 광물개발 참여 현황(2009년 말 기준) ❚
광물

사업명

사금

구리

금, 구리

유연탄

단계

호지르트-올 금광 탐사사업
옵스 금광 조사사업

(주)코리아벤처파트너스

조사

알탄올

(주)한성엘컴텍

조사

빈데르솜 사금 조사사업

(주)한마루디앤시

조사

토브 사금광 조사사업

(주)세용예스이

조사

에르데넷

광업진흥공사 외 1

조사

운두르나란 5635X 구리 조사사업

(주)프리굿

조사

나린후닥 구리광 조사사업

(주)핸디소프트, 이상요,
(주)에이치엔리소스

조사

훌로이-온도 금, 구리광 조사사업

(주)스카이 뉴팜

조사

바얀혼골 금, 동광산 탐사사업

(주)티케이에스

탐사

천증온

(주)경동

생산

남고비

코리아리소스로지스

개발

초이발산 유연탄 탐사사업
고비알타이 유연탄 개발사업
가슌-오부 유연탄 탐사사업

(주)리알코홀딩스
(주)동성엠디씨
(주)인네트 외 1

탐사
개발
탐사

보하트
금

참여회사
글로웍스(주),
(주)랜드몽골리아
(주)일경자원

개발
탐사

104)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삼탄,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삼성물산, STX, LG상사, 한화 등 10개
사로 구성되어 있다.

132│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 표 5-12. 계속 ❚
광물

사업명

참여회사

단계

준 달란 유연탄 조사사업

(주)유씨씨랜드

조사

차강골 유연탄 조사사업

(주)차강골린

조사

바양오스 유연탄 조사사업

(주)바양오스

조사

바양울기 유연탄 조사사업
오보르한가이주 금, 아연, 구리,
석탄 조사사업
무시가이

(주)포투나

조사

(주)삼탄

조사

(주)글로벌네트웍그룹

조사

할잔브르겟데

(주)일경프로퍼티

개발

할젠브르겟데 희토류 조사사업

(주)에스앤이글로벌

조사

하이르항 부르드올

전경순 외 2인

조사

셀렝게도 망간 조사사업

고정희

조사

투부도어르항 망간 조사사업

고정희

조사

디에이치리소시스

개발

형석

동고비 형석 광산 개발사업
도르노고비 아이막(道)형석 광산
개발사업
보로-운드르 형석 조사사업

이승국(개인)

개발

(주)아이알에너지

조사

주석

도르노드 주석광 조사사업

이화다이아몬드

조사

알트가나골 몰리브덴 탐사사업
차이르 희토류, 금, 구리,
지르코늄 등 복합광산 조사사업
옵스 KVP 구리, 니켈, 텅스텐,
금, 은 등 복합광 조사사업

(주)웰리츠인터내셔널

탐사

(주)리소스게이트

조사

(주)코리아벤처파트너스

조사

유연탄

구리,
석탄
희토류

망간

몰리브덴

복합

자료: 지식경제부.

이외에도 양국간에는 자원개발과 연계한 신재생 및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논의가 진행되었다. 6차 자원협력위에서는 울란바토
르 외곽 100만 평 부지에 30kW급 태양광 발전과 100kW급 풍력발전 복합
설비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파크 조성에 합의했으며, 대구도시가스가 울란바
토르 100~200가구에 대하여 600만 달러 상당의 태양열 난방시스템을 공급
하고, 몽골 국방부에 약 300만 달러 상당의 레이더기지 전원용 소형(6kw급)
풍력발전기 20기를 공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이후 8차 자원협력위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석탄 기술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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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고, 한국가스공사와 몽골자원에너지부는 CBM(Coal Bed Methan) 개발 공
동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정연료인 DME(Dimethyl Ether) 제조
를 위한 연구소 설립과 시범보급을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도국 ‘온실
가스 감축 국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디젤을 사용하여 몽골 솜(君) 단위에
공급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를 이용한 공급체계로 전환하기
로 하고 이후 추진할 한국의 대구도시가스와 몽골 정부 간 MOU를 체결했
다. 대구도시가스는 2006년부터 태양광, 풍력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 몽골 사
막화 방지 녹화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묘목생산 및 조림사업을
통해 사막화 방지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화 사업과
함께 몽골 솜 단위의 분산형 풍력, 태양광 복합발전 전력화 사업 참여 기반
을 구축하고 있다.

라. 국가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 참여 현황
한국은 1995년 현대건설이 몽골에너지광물성으로부터 ADB의 기술지원사
업인 울란바토르 발전소 개보수 감리 지원 사업을 154만 달러에 수주한 이
후, 2009년 말까지 총 50개 업체가 진출, 총 109건, 2억 3,017만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표 5-1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43개 사업에 대하여 2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수주에는 신축 및 재건축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및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용역도 포함되어 있다. 실
제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 부문은 아파트 건설, 포장도로 및 고가도로 건설
등으로 몽골 정부의 국가 프로젝트인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건설과 관련되
어 있는 주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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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3. 우리 기업의 몽골 건설 수주 현황 ❚
(단위: 천 달러)
업 체
그린내장건설
길평
남흥건설
다산컨설턴트
대송종합건설
도화종합기술

동양ENG

동우종건사
둠두
라인건축
범한종합건설
삼성ENG
삼우종건사
석광전기신호
수성ENG
수자원공사
알앤알건설
유탑엔
전인씨엠건축
정우ENG
종건사에이
태백종합건설
토펙ENG
평화ENG
포러스이앤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현대종합설계

공사명

계약금액

블루스카이타워 내부 인테리어공사
자이산 프로젝트
울란바토르 야르막 신도시건설 단지(인프라) 설계
울란바토르 골든빌 아파트 신축공사
야르막-암그란 간 도로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야르막-좀머드 간 도로건설사업 타당성조사
항올구 아파트 신축공사
몽골 날라이흐 산업단지 조성사업 설계
몽골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기반시설 설계
날라이흐구 신도시 및 상하수도 개발 타당성조사
감자저장고 설비공사
도축장 및 저온저장창고 설치공사
주정공장 설비 현대화사업
칭기즈칸 국제공항 여객통로 건축공사
프로필렌 글리콜 냉각시스템 설치 프로젝트
에르데넷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오론불락-후스후트 31km 아스팔트 포장도로공사
몽골 울란바토르 오피스 설계용역
바양호서 몬테소리 어린이집 신축공사
울란바토르 지역난방 열효율 개선 프로젝트
울란바토르 톨강변 아파트 개발사업 설계
울란바토르 ITS 구축 사업(전기공사)
카라코룸-체체르렉 도로포장 감리용역
카라코룸-쿠지르트 간 도로포장 감리용역
울란바토르 1구역 사포로 4거리 고가도로 건설
망칸-자르갈란트 도로확장 포장공사 및 설계
날라이흐구 신도시 및 상하수도 개발 타당성조사
만다흐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공사
소욤보타운 신축공사 CM 및 감리 용역
로열 그린빌라단지 및 서울 로열카운티 건설 설계
주상복합 신축공사 기본 설계
블루스카이 타워 컴플렉스 공사감리 기술
울란바토르 골프장 건립공사
날라이흐 서경 뉴타운 복합편의시설 신축, 설계
날라이흐 서경 뉴타운 프로젝트 건설사업
지역도로개발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블루스카이타워 단지 - 창호 및 유리공사
우루구극장 창호공사
날라이흐구 열병합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날라이흐구 열병합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울란바토르 동부 입체 교차로 사업
서부지역 도로개발 사업 1단계 감리
통합데이터센터 지원사업

3,618
17,542
8,500
10,042
122
79
5,170
1,903
3,814
140
1,979
3,780
307
248
280
5,319
4,500
508
1,239
19,640
538
1,823
486
444
230
15
234
371
4,818
88
1,632
454
10,158
1,475
2,732
17
5,800
90
60
576
130
2,143
156

시작 연도

2009
2007
2007
2007
2007
2007
2006
2008
2008
2008
2009
2007
2007
2008
2009
2008
2008
2008
2009
2003
2007
2009
2009
2009
2007
2008
2008
2009
2009
2007
2007
2007
2008
2008
2008
2005
2007
2008
2008
2008
2008
2009
2007

자료: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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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들어서 새롭게 수주한 공사는 총 8건으로 9개의 업체가 총 5,423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LIG건설의 초이르-샤
인샨드(Choir-SainShand) 간 도로공사(176.4km)가 있는데 4,389만 달러 계
약을 한 몽골의 주요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공사기간은 2010년 5월 29
일부터 2013년 9월 1일까지이다. 다음은 상보건설의 교육문화과학부 청사
신축공사, 일성건설의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대응토건의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 정비사업, 동양엔지니어링의 2,000톤 냉동창고 설치 프로젝트, 범한종
합건설의 바양호서 몬테소리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다.
건설 수주 및 공사 시행에서 몽골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개발 공사, 아파트 신축 공사 등
의 참여는 양국간 기업 이익 및 협력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다른 주요국들 및 국제기구가 교통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무상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0년 가장 큰 규모로 수주하게 된 LIG 건설
의 초이르-샤인샨드 간 도로공사에는 과거 2004년 EDCF 자금과 ADB 협
조융자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2007년 한신공영이 3,098만 달러 계약으로 수
주하여 9.9% 시공 후 중단된 사업으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건설기업은 몽골의 국가발전전략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몽골 내
건설 수주를 통해 광산개발 연관 효과 또는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 참여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아시안 하이웨이, 몽골 횡단
철도 TSR, TCR, TMR, TMGR 등은 몽골 정부측이 한국에 참여 의사를
제안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 개발 부문이므로, 한국의 타반톨고이 광산 개발
권 취득을 비롯한 몽골 경제협력의 중장기적 확대와 관계 증진을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건설
수주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원
조 및 차관 제공,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연계한 개발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
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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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외원조
1991~2008년간 한국의 대몽골 무상원조는 약 3,848만 달러 규모로 총
87건의 개발사업과 총 1,437명의 개발원조 관련 인적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유상원조는 241만 달러 규모로 총 8개 사업에 대해 IT, 인프라 건축 등의
분야에 지원되었다. 2008년에는 무상원조 1,570만 달러, 유상원조 80만 달
러를 지원하면서 양자간 ODA 합계 1,65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한
국의 전체 양자간 ODA 지원액의 3.1% 정도 규모이다. 특히 몽골은 우리나
라 무상원조 지원 국가 중 제1위국으로, 몽골의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개선,
교육, 의료보건, 제도개선 등의 국가 프로젝트에 알맞은 ODA를 확대 시행
함으로써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무상원조
2005~08년간 KOICA의 대몽골 무상원조는 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프로젝트, 물자지원, 해외봉사단 파견 등 9개의 형태로
총 241억 7,1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지원 건수는 총 40건이고, 초청 및 파
견 인원은 총 760명이다. 분야별 지원 건수는 교육 3건, 보건의료 4건, 행정
제도개선 4건, 농어촌개발 10건, 정보통신 4건, 산업에너지 1건, 환경 및 기
타 12건, 긴급구호 2건 등이다.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지원이 2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촌개발, 산업에너지 순이다. 지원 형태별로는 프로젝트 12건,
물자지원 4건, 긴급원조 1건, 개발조사 2건, NGO 지원 21건 등이며, 국내
로 총 363명의 연수생이 초청되었고, 전문가 및 의료단, 해외봉사단 총 760
명이 몽골로 파견되었다. 대부분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48%), 다
음으로는 해외봉사단 파견(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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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4. 한국의 대몽골 무상원조 지원 현황 ❚
(단위: 백 만원, 건, 명, %)
형태 / 분야

교육

보건
의료

행정
제도

농촌
개발

정보
통신

산업
에너지

환경/
기타

긴급
구호

지원액

건수/
인원

비율

0
542
65
2,431 4,146 1,506 1,799 1,104 11,592 12건 48
0
0
317
0
0
0
0
0
317
4건
1.3
0
0
0
0
0
0
0
25
25
1건
0.1
0
0
0
1,516 560
0
0
0
2,116
2건
8.8
230
25 1,056
97
198 149 218
8
1,984 363명 8.2
0
0
183
14
0
0
0
0
197
19명 0.8
0
288
0
0
0
0
0
0
288
2명
1.2
2,152 1,019 154
416
991 1,320 463
0
6,516 376명 27
206 121
0
402
0
0
407
0
1,136 21건 4.7
2,588 1,995 1,775 4,877 5,936 2,975 2,888 1,137 24,171
4/
4/
10/
4/
1/
12/
2/
40건/
3/
건수/인원
166
60
199
40
88
117
89
1
760명
비율
10.7 8.2
7.3
20.2 24.6 12.3 12.0
4.7
100

프로젝트
물자지원
긴급원조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의료단
해외 봉사단
NGO
지원액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05~08년간 대몽골 무상원조 중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이 115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2008년에만 79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최고치를 기록
했다. 주로 정보통신 분야(35.8%)의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는 농촌개발(21%), 환경 및 기타(15.5%) 순이다.
❚ 표 5-15. 한국의 대몽골 무상원조 중 프로젝트 지원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보건의료

사업명
몽골 식수개발사업

행정제도

몽골 재난방지연구센터 역량강화사업
몽골 축산위생검역능력사업
몽골 가축바이러스성 질병진단센터 건립사업
농촌개발
몽골 채소재배 온실설치 지원사업
몽골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몽골 IT Park 구축사업
몽골 외무부 외교문서 DB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통신
몽골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몽골 관세행정현대화를 위한 전자관세통관
시스템 구축사업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난방 및 용수공급 시스템
산업에너지
개선사업
기상청 기상관측 보존자료 DB구축
환경 및 기타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난방문화개선 시범사업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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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05~06

총지원액
541.8

2007~08
2004~05
2007~09
2008~09
2008~10
2002~03
2006
2007~09

1,160.8
28.3
1,281.1
421.4
699.7
40.0
324.0
2,646.1

2007~09

1,135.7

2007~09

1,494.5

2008~09

1,145.7

2008~09

653.0

2005년에 물자지원의 형태로 미니버스 1대, 조류독감 방역 작업복 500세
트 등을 지원했으며, 2006년에는 승용차 2대, 2007년에는 노트북 4대, 컴퓨
터 40대 등을 제공했다. 2008년에는 몽골의 폭설피해 지원을 위해 약 2,450만
원 긴급원조가 이루어졌다. 개발조사 형태로 2008년까지 총 2건이 지원되었
으며, 2005년 ‘몽골 정보통신기술분야개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수립사업’에
약 6억 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 ‘몽골 할흐골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 약 15억 1,6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연수생 국내 초청교육에서는 한국어 및 IT 교육, 인권개발, 공무원 연수,
행정제도 개선, 학위과정, 공공정책, 국제경제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반대
로 몽골로는 경제, 광물자원, 거시경제정책, 지역개발, 공공행정 분야 등의
전문가가 총 19명 파견되었으며, 의료단 2명과 교육, 환경, 사회복지 서비스,
간호, 컴퓨터, 수의학, 물리치료, 특수교육, 태권도 등 해외봉사단 총 376명
이 파견되었다.
NGO 사업으로는 2008년까지 총 12개의 기관이 몽골에 진출하여 21건의
사업에 대해 약 11억 3,600만 원을 지원했다. 주로 환경 및 주택건설
(35.8%), 농촌개발(35.4%), 교육(18.1%), 의료 및 보건(10.7%) 등에 집중
해 있다.
❚ 표 5-16. NGO의 대몽골 원조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교육

보건
의료

NGO(수원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한몽교류진흥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열린의사회

사업명
몽골 길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몽골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울란바토르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울란바토르 종묘지원사업
몽골 청소년 성생식 보건사업
청소년 성생식 보건교육 사업
헨티, 헙스걸 지역 의료지원사업

연도

지원액

2005

34.0

2007

61.3

2008

112.4

2008
2007
2008
2008

32.1
46.0
32.1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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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6. 계속 ❚
(단위: 백만 원)
NGO(수원처)

구분

지구촌 나눔운동
농촌
개발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환경
및
기타

한국 사랑의 집짓기
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사업명

연도

지원액

몽골 축산시범마을 개발사업
몽골 축산시범마을 개발사업
몽골 축산시범마을 개발사업
축산시범마을 개발사업
몽골 초이발산 지역 개발사업
초이발산 지역 개발사업
몽골 지역개발사업
몽골 그린홈 치과진료사업
몽골 사랑의 집짓기 사업
몽골 사랑의 집짓기 사업
몽골 사랑의 집짓기 사업
몽골 새마을협력사업
바양노르군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식림사업
바양노르군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

2005
2006
2007
2008
2006
2008
2007
2005
2005
2006
2007
2006

57.7
75.4
91.9
107.1
30.6
72.8
22.5
20.6
36.1
20.4
30.6
40.7

2007

61.3

2008

108.2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 EDCF
[표 5-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의 대몽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는
2009년 12월까지 위생보건, IT, 도로, 에너지 부문의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954억 4,200만 원 지원이 승인되었으며, 약 640억 5,100만 원이 집행되었
다. 이 중 약 42%가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지원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위
생보건 분야에서 주사기공장설립, IT 분야에서 정부통신망 현대화 및 지방통
신망 확장사업, 에너지 분야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EDCF 자금이 지원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IT 분야에서 긴급구난 정보망 구축사업,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건설 사업 및 지능형교통망 구축사업에 지원되었다.
EDCF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지능형교통망 구축사업에 SK C&C, 긴급구
난정보망 구축사업에 LG CNS, 초이르-샤인샨드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한신공영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이르-샤인샨드 구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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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몽골 정부와의 마찰로 공사가 중단되었다.105) 2005년 한국국제협력
단의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 ‘몽골 달란자가드 발전소 건립사업’이 EDCF 자
금으로 1,200만 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이 사업은 지원 및 건
설이 모두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106)
❚ 표 5-17. 한국의 대몽골 EDCF(유상원조) 지원 현황 ❚
(단위: 백만 원)

주사기공장 건설사업
정부통신망 현대화사업
지방통신망 확장사업
긴급구난정보망 구축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초이르-샤인샨드 구간)
/협조융자(ADB)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망 사업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992
1999
1999
2006

승인
(차관한도)
4,123
6,983
18,561
18,469

2004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보충융자

구분
위생보건
IT

교통
(도로)
기타
(에너지)

사업 내용

합 계

승인연도

집행액

대출 잔액

4,048
6,959
17,608
11,148

1,080
6,959
17,608
11,148

22,755

4,366

4,366

2006
1996

17,327
6,290

12,698
6,290

12,698
4,403

1999

934

934

654

95,442

64,051

58,9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바. 인적교류
[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한국과 몽골 양국간 인적교류
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몽골인의 한
국 방문이 많았으나, 이후 한국인의 몽골 방문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8년
에는 양국이 서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인의 몽골 방문은
200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은 관광을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

105) 몽골 외교부 B. Dorj, 아시아협력과 2등서기관; 몽골 도로교통건설 및 도시개발부 D. Nemekhbayar 파이낸
스 & 투자협력과장과의 인터뷰(2010. 3. 30, 울란바토르).
106) KOICA 통계자료 및 몽골외무부 B. Dorj 인터뷰(2010. 3. 30, 울란바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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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몽골인은 대부분 노동자 및 유학생 신분
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체류하고 있다.

❚ 그림 5-4. 한․몽 인적교류 현황(1999~2008년) ❚
(단위: 명)

자료: 외교통상부.

2009년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3만 674명으로, 이 중
합법체류자는 1만 8,404명(60%), 불법체류자는 1만 2,270명(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인 총체류자 가운데 1만 2,655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는데, 이중 합법체류 근로자는 8,857명이고, 불법체류 근로자는 3,798명이
다. 또한 몽골인 총체류자 중에서 유학생은 2,241명이고, 이 중 불법체류 유
학생은 163명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 불법체류자는 한국 내 총
불법체류자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107)
최근 한국국제노동협력원에서는 몽골 근로자 취업교육을 위해 현지에 지

10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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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을 파견하여 취업교육 자료 개발, 한․몽 공통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방안, 교육 담당자 교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양국간 노동 및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및 불법체류 문제 관리 및 해결을 통
해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양국간의 인적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2. 한 몽 경제협력 평가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정치협력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동안 양국간 정상 및 고위급의 상호 방문을 통해 경제협력 계
획을 논의하거나 각종 협력협정을 체결한 적은 많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
업은 적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량은 수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에 2억 3,823만 달러, 2009년에는 1억 6,990만 달러였으며, 2009년까지 한
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반면, 중
국과 몽골의 교역량은 2008년 28억 1,390만 달러, 2009년 19억 2,290만
달러였으며, 2009년까지 중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19억 8,148만 달러에 이
르고 있다.
아직 한국은 주로 자동차와 기계류를 수출하고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등
교역구조가 특정 품목에 한정된 채 다변화를 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몽골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대몽골 투자 진
출 기업 가운데 무역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65.8%, 기타 서비스 부문
에 종사하는 기업이 16.1%를 차지하는 등 주로 소규모의 요식업과 가라오
케, 건축, 무역, 자동차 판매 및 정비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몽골에 풍부한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주로 조사 단계에 있고 실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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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까지 발전된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10년 4월 현재 몽골의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35개로, 주로 금, 동, 형석, 유연탄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진출한 소규모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조사 및 탐사 단계에 있고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은 3개 정도에 불
과한 실정이다. 최근 약 1억 달러 투자가 예상되는 ‘에르데넷’ 동광산 제련
소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
국, 캐나다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아직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다. 몽골의 투자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고, 기존 결정이 취소되는 등 법률 준수 정도가 미
흡하며, 관료의 부정부패 등이 한국의 대몽골 진출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또한 몽골의 협소한 내수시장, 열악한 물류수송망, 열악한 기후조
건과 근무환경, 금융부문 및 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등이 한국
기업의 대몽골 교역 및 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다 한국
은 몽골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고, 그 결과 사업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
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몽골에 연구센터를 설립
하여 정보수집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지에 그러한 연구센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대학교에서 몽골을 연
구하는 학과는 단국대학교에 이어 2009년에 개설된 한국외국어대학교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광물자원 협력의 경우 불과 2~3년 전
만 하더라도 진출 여건이 좋았으나 현재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
해져 호기를 놓쳐 버렸다. 이외에도 한국과 몽골 간 비싼 항공료가 경제협력
의 확대를 저해한 요인이기도 하다.108) 보통 국제선 항공료가 1시간당 100

108) 몽골외무부 B. Ganbold 아시아 국장과의 인터뷰(2010. 5. 6, 울란바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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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조금 상회하지만, 한국과 몽골 간 비행시간은 3시간 남짓함에도 불구
하고 왕복항공료가 700달러에 육박함으로써 경제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하
고 있다. 몽골 정부관계자들이 복수취항을 건의하였으나, 몽골의 국영항공회
사(MIAT)가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함으로써 아직까지 복수취
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막대한 차관제
공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
자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몽골에 대한 영향
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제 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한 러시아도 과
거 몽골에서 누렸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몽골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몽골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을 증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제3의 이웃’ 국가들 가운데서는 몽
골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몽골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었던 일본은 최근에 들어와서 몽골의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세계 주요국들의 대몽골
진출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도 몽골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과감한 투자지원, 몽골 연구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국가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막대한 차관 제공, 일본의 과감한 경제 지원 사례에 비추
어 현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ODA 정책을 수립하며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몽골 내 연구센터 설립 및 양국간 네
트워크 형성과 이를 통한 연구 협력 확대는 장기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필
수적인 사항이다. 몽골 연구의 확대는 정부와 기업, 인적 교류 등을 확대시
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몽골 내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
고하여 보다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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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최근 몽골에서 불고 있는 한류 현상이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
여했으나, 몽골의 여론 주도층 일각에서 한국의 대몽골 기여도와 일부 한국
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한
국의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몽골과 인종․문화․언어적으로 유사성을 바탕으
로 지금까지 몽골에서 쉽게 누려왔던 프리미엄에서 탈피하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최근 몽골의 지도층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연히 관성에 따라 추진해오던 몽골과의 협력 방향
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몽골과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부터 기존의 요식업 및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협력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협력단계로 진입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때 몽골 정부가 산업 다각
화 및 현대화를 기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 2021’에 부응하
여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러한 분야를 발굴하
고 협력을 추진해 나갈 때 한국과 몽골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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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진출 확대
최근 몽골 정부는 중소규모의 생산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실
업률을 감소하고 빈곤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2015년까지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
업에 대한 금융지원, 수출지향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라이선스 발급 및
허가 서비스를 완전히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창설하며,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생산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몽골은 생산적인
투자와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산업다각화 및 수출 증대를 지
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이 앞으로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
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몽골의 수요에 부응하여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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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및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협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협력단계로 진입
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분야들로의 진출이 유망하다.
첫째, 몽골이 광업 및 중공업과 연계된 중소기업 및 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현지 광물자원과 원자재를 활용한 제조업 진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 붐이 일어나고 있는 몽골의 광물자원 부문
에서 널리 사용되는 휴대 장비와 설비 및 부품의 생산, 이탄 및 석탄에서 석
유제품 추출, 구리 제련과 통신 케이블 생산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진출
전망이 밝다고 판단된다.
둘째, 몽골 현지에서 목축업과 경작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
농 식품을 비롯하여 몽골의 풍부한 원료를 활용한 식품 및 음료 산업, 그리
고 육류가공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이다.
셋째, 섬유, 봉제, 뜨개질 의류, 모직 및 캐시미어 제품가공 등 경공업 분
야의 진출과 더불어 몽골에서 이제 막 발전단계에 있는 냉장 및 냉동창고를
비롯한 물류와 유통 서비스 분야의 진출 역시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몽골 현지에서 각종 건설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건설자재 산업, 평판유리와 기타 건설 관련 제품의 제조, 조명산업 등의 진
출 또한 전망이 밝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몽골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21세기 몽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된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몽골은 2015년까지 소프트웨
어, 기술, 법적 틀, 구조, 구직, 재정 및 경제적 조건 그리고 인적자원 측면
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한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육상 정보통신선을 디지털 기술
로 전환하고 3G 스펙트럼으로 교체하며, 육상과 위성 2개를 결합한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기술 장비의 도입 및
생산과 수출을 위한 필요조건을 창출하며, 국가에서 모든 종류의 원조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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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모든 사회경제 생활
분야에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온라인 의료진료 제공, 온라인 은행서비스 도
입, 농촌지역 무선전화의 활발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몽골의 소프트웨어, 장비 및 정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몽골 정보통신기술을 혁신하고 기술, 법률, 조직, 금융, 경제 및 인
적자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규모 자본으로도 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아직 진출 여력이 많
은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유망하다. 특히 몽골 정부가 최근 관광산
업 육성을 위해 관광단지 조성, 대외 직항노선 증편 및 새로운 항로 개설 등
을 추진하면서 201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100만 명까지 증대하
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분야의 진출 전망이 밝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몽골과
함께 보다 고급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비수기인 겨울철에 스키나 사냥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선보일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관광공사 차원에서도 몽골의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관광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
게 비싼 한국과 몽골 간 항공료의 인하가 필수인 바, 양국 정부는 복수취항
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109)
일곱째,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세제 등 우대혜택 제공 외에도 입주 기업들
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몽골의 자유무역지대로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110) 몽골 정부가 북쪽 국경지대에 설치한 알탄불락 자유무역지대

109) 만약 한국․몽골 간 항공료가 한국․중국 또는 한국․일본 간 항공료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한국 중고등
학생들의 몽골 단체 수학여행을 포함한 단체관광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몽골 경
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110) 몽골 정부는 교역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 지향형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2002년 6월 ‘자유지대에 관
한 일반법’을 제정한 데 이어 알탄불락(2002년 제정), 차강누르(2003년 제정) 및 자민우드(2003년 제정)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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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nbulag Free Trade Zone)는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무역에
유리하다. 알탄불락 자유무역지대의 행정관할 사업부는 이미 몽골 및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등 80여 기업들에 400여 헥타르의 토지를 임대해주
고 6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남쪽 국경지대의 자민우드 자유
무역지대(Zamyn-uud Free Trade Zone)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
으며, 제조 및 서비스업, 관광업에 특화되어 있다.111) 그리고 서부지역인 차
강누르 자유무역지대(Tsagaannuur Free Trade Zone)는 러시아와의 서쪽 국
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무역 및 관광산업 발달을 통한 서부지역 실업감소,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112)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인접한 자민우드 자유무역지대와 러시아와 인접한 알탄불락 자유무역지대에
진출을 확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
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인접한 차강누르 자유무역지대
로의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몽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다수가 현지의 저렴한 원
료나 노동력을 활용한 현지 시장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제3국 수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몽골에 진
출하는 제조업의 경우 이제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몽골은 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
으로서, 7,000개가 넘는 품목이 쿼터 없이 제로 관세율로 EU 시장에 진출

무역지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여 자유무역지대 설치하였다. 자유무역지대의 주요 인센티
브는 외국에서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하고 자유무역지대
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 부가세 및 소비세를 면제(단, 법에 의해 수출관세가 특별히 부
과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토지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11) 자민우드 자유무역지대에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업종별 구체적인 분야는 제조업(가전․전자제품 조립
및 직물, 가구, 수출용 기념품 제조 공장), 서비스업(창고, 홍보 전시관, 상품 거래소, 제품의 포장, 은행 및 금
융서비스업, 정보통신 센터), 관광업(호텔 등 관광객 숙소, 레스토랑, 카페, 패스트푸드점, 카지노, 골프장, 경마
장, 낙타 폴로 경기장) 등이다 박종국(2010. 5. 25), ｢몽골의 자유지역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조사
보고서 참고).
112) 박종국(2010. 5. 25), ｢몽골의 자유지역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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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국 기업들
이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몽골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113) 한국은 주로 자동차, 기계류
를 수출하고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등 특정 물품에만 치우쳐 있는 무역 구조
를 띠고 있다. 농산물가공식품, 건설중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과 자본력에서 취약한 한국의 중소기업이 몽골 진출
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몽골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
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몽골 진출을 위해서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무역관을 몽골 현지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지 KOTRA 무역관이 개설될 경우,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몽골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자사절단 파견 및
박람회 개최 등의 추진이 용이하여 한국의 대몽골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가. 광물자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의 광업은 2009년 기준으로 GDP의 22.1%,
제조업의 65.4%, 수출의 84.6%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하여 탐사되지 않은 부분과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광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몽골과의 자원개발 분야 협력의 잠재력

113) 2009년 기준으로 수출은 약 0.05%, 수입은 약 0.0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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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송상의 애로와 자원민족주의 발호 등
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몽골의 광물자원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탐사 및 생산이 증가하
고 있다. 이는 [그림 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에 몽골의 광물 라이
선스 발급 규모가 전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광물
자원의 개발․탐사와 관련된 라이선스 발급은 2009년 1월말 현재 총 5,202
건(개발 라이선스 1,091건, 탐사 라이선스 4,111건)이며 라이선스 발급 대상
지역의 연 면적은 무려 전 국토의 31%에 달하고 있다.114)

❚ 그림 6-1. 몽골의 광물개발 및 탐사 라이선스 발급 현황 ❚
(단위: 건)

자료: 박세근(2009. 11), ｢몽골의 자원 및 광업부문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수은해외경제 , p. 4.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아
시아에서 대표적인 자원부국인 몽골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2009년 10월 몽골의 주요 전략광산 가운데 하나인 오유톨고이 개발

114) 개발 라이선스의 대상 광물별 비중은 금 43%, 건설자재용 광물 19%, 석탄 15%, 형석 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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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캐나다와 호주의 합작기업인 아이반호-리오 틴토사와 협정이 체결되
어 몽골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외국기업들의 몽골 자원개발 진출의 붐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석탄 매장지인 타반톨고이 광산의 개발도 활기를 띨 전망이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진출이 시급하다.
한국광물공사 등 10개 기업은 2007년 10월 한국컨소시엄(KC)을 구성한
이래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개발에 필요한 전력, 용수, 철도․도로 등 분야
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2009년 1월 최종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몽골의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매장량이 55억 톤(가채매장량 14.3억 톤)으로 평가되
는 타반톨고이 광산은 개발 초기에는 연간 1,500만 톤을 생산하고 이후 연
간 3,000만 톤으로 증산할 계획으로, 초기 투자비는 약 20~30억 달러가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몽골측은 2009년 2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오유톨고이 투자계약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함
에 따라 ‘타반톨고이’ 투자자 선정이 지연되어 왔다. 2009년 10월 약 9년간
끌어왔던 오유톨고이 광산에 대한 투자계약이 몽골 국회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몽골 정부는 타반톨고이 투자자 선정을 위한 추가협상을 본격화할 것
으로 전망된다.115)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스위스 등 세계 9개국의 11개 컨소시엄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력
을 행사하며 지원 및 경쟁을 벌이고 있어,116) 우리 한국도 정부 차원의 공
조를 통해 한국컨소시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타반톨고이’ 개발을 위한
광구 분할, 인프라 계획 등 몽골 정부 방침은 아직 미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115) 오유톨고이 광산은 중국 국경에서 불과 80㎞ 떨어져 있어, 이곳에서 생산된 동과 금은 주로 중국으로 수출
될 전망이며, 이 광산과 중국 국경을 연결하는 철도 역시 조만간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116) 러시아의 En+Group(‘레노바’와 ‘세베르스탈’사의 컨소시엄), 일본의 스미토모(Sumitomo)와 이토추(Itochu), 미
국의 피바디(Peabody), 중국의 선화(Shenhua), 브라질의 베일(Vale), 스위스의 엑스트라타(Xstrata), 영국-호
주의 리오 틴토(Rio Tinto)와 BHP 빌리톤(BHP Billiton)사를 포함한 11개의 기업들이 타반톨고이 광산개발에
관한 투자제안서를 몽골 정부에 제출하였다(FK-Novosti, 2009. 2. 18).

153

제6장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방안 │

하더라도 몽골은 타반톨고이 광산을 최소 3개국에게 분배할 계획을 갖고 있
고, 한국이 러시아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최근 몽골 의회는 타반톨고이 광산의 미래 개발업체인 에르
데네스-타반톨고이(Erdenes-Tavantolgoi)의 민영화 계획을 승인하였다. 몽골
의 다시도르지 조리그트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타반톨고이 광산
운영자의 주식 30%는 국제금융거래소에서 매각되고, 40%는 국가소유로 남
겨두며, 나머지 20%는 현지 업체, 그리고 10%는 민간 투자자에게 제공될
계획이라고 하였다.117)
한국은 현재 최대의 관심을 갖고 진출하고자 하는 타반톨고이 석탄광산
외에도 다른 전략광산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다. 몽골의 전략광산과 관련된 주요 개발 계획 가운데 우라늄 광산개발 프로
젝트가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마다이, 도르노드, 거반불라그 등 3개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과거 이 분야의 협력은 러시아가 우세
하였으나, 체제 전환 이후 중국이 강세를 보이면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몽골 정부는 몽골의 우라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 특정국가의 독점
적 개발보다는 가급적 한국과 인도 등 우라늄 탐사 및 개발 경험을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을 다변화하려고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몽골 우라늄광 개발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한국 기업의 몽골 우라늄광 투자
는 부진한 실정이다. 현행 몽골 원자력법 역시 우라늄광을 전략광산으로 지
정하여 국가지분 보유를 의무화(34~51%, 무상)하고 보유 지분 양도 시 정
부의 승인 의무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기타 국가와
의 우라늄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은 우라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몽골과 우라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간 우라늄 협력을 위한 MOU

117) Ведомости, 9 июля 2010г.

154│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체결을 추진하려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원자력발전 원료로 활용되는 우라늄 개발 사
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몽골에는
현재 6,000개 이상의 광물매장지가 있고, 아직 탐사되지 않은 지역이 70%
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유망한 광물산지 개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몽골의 자원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장기계약, 단독투자, 합
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표 6-1]에 제시된 것처럼 각각의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 우선 장기계약의 가장 큰
리스크는 몽골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화에 있다. 단독투자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부존자원의 탐사 및 이와 관련된 생산설비 구축
등 초기의 개발비용이 막대하며, 자원민족주의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수용
국의 국유화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 있다. 합작투자는 경영의 자주성 및 독
자성이 부족하고, 합작선과의 의견 대립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적절한 파트
너 선정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 표 6-1. 몽골 자원개발투자 시 주요 문제점과 대책 ❚
진출유형

문제점

대 책

장기계약

몽골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공개적인 협정과 계약

단독투자

자원민족주의에 따른 리스크

지역주민과 지역성을 고려한 개발
약속과 절차 준수

합작투자

파트너 선정 리스크

사전 서류검토, 확인 및 현장조사

자료: 투멩을찌․강호익(2009), ｢몽골 광업 분야에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pp. 51~77,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참고하여 정리함.

그러므로 몽골의 광업 분야에 장기계약 방식으로 진출할 경우 모든 협정
과 계약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몽골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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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다. 단독투자 방식으로 진출할 경우 몽골의 관련 법령과 기준
준수, 광산 주변의 역사문화 유적지 보호, 사회공헌활동, 지역 주민들과의 우
호적인 관계 유지 등을 통해 몽골 정부와 합의한 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자
원민족주의와 같은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다. 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할 경
우 파트너를 선정하면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증, 몽골외국인투자무역청의 법
인 인증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합작회사를 설립한
이후 검토할 경우 파트너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오유톨고이 광산의 협상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골 정부는 앞으로 점
차 자국의 지분율을 높여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원개발과 철도 등의 인프라 투자를 연계하는 방
식을 선호하고 있다. 예컨대 몽골 정부는 2011~12년의 기간 동안 630킬로
미터의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데, 이는 남부지역 오유톨고이 광산에서
북동부 지역의 초이발산을 거쳐 러시아의 치타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몽골
정부는 이러한 철도부설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광산개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몽골은 최근에는 주요 자원 프로젝트
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명목의 차관을 요청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기업들은 몽골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
발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몽 자원협력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면서 대
몽골 자원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몽골 광산지의 대부
분은 도로, 철도, 식수, 전기 등 기초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물자
원개발과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118) 둘째, 전략광산의 경우 라

118) 몽골의 15개 전략광산을 관리하는 국영기업의 조리트 사장은 전략광산에 투자하려면 인프라 건설 능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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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스 승인, 정부의 지분율 결정 및 투자보장계약 심의 등은 몽골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현존하는 ‘한․몽 의원친선협회’119)를 더욱 활성화하여
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기업들은 이미 에너지ㆍ광물자원의 매장량과 경제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지분 참여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20) 몽
골은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ㆍ자원의 탐사권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개발권
도 함께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서방 기업들에 비해 탐사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여 탐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법
이 유효할 수 있다. 넷째, 몽골의 광물자원개발 시 ODA-인프라 사업 연계
투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몽골이 직접적인 광산개발 외에도 해당 자원
을 활용한 연관산업과 인프라 건설을 통해 광산개발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
고 경제발전에 활용한다는, 즉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자원개발 모델에 기반
하여 외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형 ODA 전략을 수립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
컨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리 및 운영권을 확보하려
는 타반톨고이 석탄광산의 경우, 한국 기업이 몽골 내 철도부설을 지원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내
륙국이라는 몽골의 특성상 개발한 자원을 한국으로 수송하거나 항구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중국과 러시아에 판
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121)

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철도공사(RZD)는 몽골 정부와 철도부설 관련 투자협정
을 맺고, 철도 개선 대가로 광업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19) 몽골 전체 국회의원 76명 가운데 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의원은 34명에 이르고 있다.
120) 심의섭(2009), ｢한국과 몽골간의 자원개발 협력｣, p. 32, 한국 몽골학회 발표문.
121) 예컨대 오유톨고이 광산에 투자한 캐나다의 아이반호사와 영국의 리오 틴토사는 생산되는 광물을 중국에 수
출하기 위해 중국의 5개 구리제련 공장과 거래 상담을 했으며 2004년 6월 (주)Jiangxi Copper과 MOU를 체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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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유자원
풍부한 광물자원 외에도 현재 몽골에는 최소 20~30군데의 석유매장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개 주요 분지의
원유매장량이 총 107억 배럴로 추정되며, 그중 탐사그(Tamsag) 분지에 44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외국의 탐사기관들은 몽골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몽골에서의 석유생산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림 6-2. 몽골 석유 탐사 구역 ❚

자료: D. Shurkhuu(2010. 4. 19), “Perception and Strategies on Energy Security: The Case of
Mongolia and ROK,” 세미나 발표자료.

몽골은 1998년부터 원유 수출을 개시한 이후 인프라의 미비로 채굴과 판
매가 부진한 편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생산 및 수출이 점차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추세로 볼 때 앞으로
10년 후 몽골에서 상당량의 석유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에 20%
였던 몽골의 원유 자급도가 2010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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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 몽골의 석유 생산 및 수출동향 ❚
항목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

376.5

850.2

1,174.2

1,870.0

-

87

225

38

59

188.1

337.9

812.3

1,058.9

1,919.4

증가율(%)

-

80

240

30

81

수출액(백만 달러)

-

-

53.4

101.9

114.2

증가율(%)

-

-

-

59

12

생산량(백만 톤)
증가율(%)
수출량(백만 톤)

자료: D. Shurkhuu(2010. 4. 19), “Perception and Strategies on Energy Security: The Case of
Mongolia and ROK,” 세미나 발표자료.

1991년 석유법이 관련 법률로 제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몽골에서 석유를 개발할 경우
생산물분배협정(PSA: Produc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분배받은 석유를 수출할 수 있다. 또한 허가 기한은 탐사의 경우 5년
이며, 2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석유채굴의 경우 몽골 정부가 채굴에 동
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으로 하며, 정유공장 등을 건설할 경우 정부의
동의를 거쳐 기존 20년에 추가적으로 5년 이내로 2회 연장하여 최장 30년
까지 가능하다. 몽골의 석유부문 발전계획은 2010년까지 ‘석유산업 분야 시
행 가이드라인’과 ‘석유산업발전전략’에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탐사
및 연구능력 강화, 석유 생산과 수출 증대, 정유설비와 원유 비축시설 건설
등이며, 몽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에서 석유개발은 이제 막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몽골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10년 후
중국의 페트로차이나(Petrochina)가 몽골의 석유개발 사업을 거의 장악할 것
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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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몽골의 석유채굴 분야도 유망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진출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몽 광물 및 에너지자원 협력의 확대는 세계 에
너지자원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인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지질탐사, 개발 및 석유가공 분야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국
과 몽골의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몽골의 두 거대 이웃 국가들
과의 협력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몽․러
혹은 한․몽․중 등과 같은 3자 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플랜트 산업 진출
가. 정유공장 건설 참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은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이며, 석유도 상
당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몽골의 석유 확인량은 44억
5,000만 배럴에 달하고 있고, 최근 몽골에서 석유탐사가 확대 중에 있다. 석
유의 경우 1998년까지 22개의 유전이 고비사막 및 동몽골의 서부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동부지역 탐사그(Tamsag) 유전과 준바양차 강 일스니 유전에
서 소량 생산되고 있는 원유는 중국으로 전량 수출 중이다. 미국, 캐나다,
EU, 중국, 러시아 등 국가의 기업들이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탐색 결과로는 몽골의 유전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이사항은 몽골이 원유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제시설이 없어 생산 원유를
모두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사용되는 석유의 95%는 러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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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몽골은 총수입에서 석유를 비롯한 연료
제품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장차 국내에서 석유를 가공하여 안정적으
로 공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몽골은 정유소 건설을 주요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정유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분
야에서 몽골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몽골 정부 측은 현
지 LG상사 지사에 정유소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LG상사 측에 따르면 LG
상사가 몽골 측에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몽골 정부 측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며, 아직 사업 내용이 구체화된 바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몽골에서의 정유공장 건설은 유망한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
에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한편, 몽골의 현재 전력설비는 850MW 규모로 수요 전력의 일부는 러시
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은 부존 우라늄을
활용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도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원전 도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재원 마
련, 인프라 조성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원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몽골 정부는 최근까지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와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
으로 가까운 러시아를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꼽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원자
력발전 건설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도 상당
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몽골원자
력청과 중소형 원자로(SMART)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회기후변화․
에너지대책연구회, 서울대핵변환센터 등에서 원자력 인력양성 및 정보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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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원전 도입 시기 및 사업 환경 등을 고려
할 때, 대형 상용원전 건설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은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몽골의 CBM(석탄층 메탄가스)를 이용한 DME 공급사업도 유
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환경 질
개선에 공사의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소 설립 및 석탄층 메탄가스를 이용
한 DME 시범공급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11월 몽골
측과 CBM 개발 공동조사합의서(Joint Study Agreement)를 체결하여 3년
간 30억 달러를 투입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CBM 탐사, 시추 및 생
산, 메탄가스 공급방안 조사, CBM 개발 및 공급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공동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CBM 개발 및 청정연료 공급으로 몽골 대기환경 질개선을 통한 양국간 협
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 발전소 건설 참여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1단계(2007~15년)의 첫 번째 전략적 목표
는 ‘몽골의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부문의 수익성을 증대시
키며, 에너지 부문의 개발을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창설하고, 에너지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고비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정책을 확정하고 가까운 장래에 오유톨고이, 타반톨고이,
짜간 수바르가 광물 매장지에 건설될 채광 플랜트에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
하고, 동부와 서부 지역의 전력 시스템을 중앙 전력 시스템과 연결시키며,
울란바토르시에 새로운 전력 공급원과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큰 강에 수력
발전소를 건립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점차 원자력 에너지를 활
용하는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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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한 ‘2008~12년 정부 행동계획(Action Plan)’에 기반하여 전략광산에 효
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자 바가누르-운더르한(Undurhaan)-초이발산과 울
란바토르-만달고비(Mandalgovi)-타반톨고이-오유톨고이를 잇는 22kwt급의 전력
이동망 건설, 바가누르-초이르, 초이르-만달고비 간 220kwt급의 순환 전력공
급망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중장기 발전소 건설 계획으로는 2008
년 지난해 유찰된 울란바토르 제5화력발전소(300MW, 재공고 예정), 남고비
지역 화력발전소(오유톨고이, 타반톨고이 인근 전력 공급 600MW 내외), 시
비오부 보화력발전소(발전용량 8×600MW) 건설사업 등이 있다.122)
몽골은 유목생활을 바탕으로 해 왔던 국가로 전력공급망 구축은 일대 국
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력,
태양,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 ‘국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을
국회에서 승인하여 201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몽골 내 총에너지의 3~5%,
2020년까지는 20~25%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
다. 2008에는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이 총 827.4MW로 95.7%를 차지했
고, 재생에너지는 총 37.4MW로 4.3%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수
력, 태양, 풍력은 각각 28.3 MW, 5.32MW, 3.8MW를 차지했다.
[표 6-3]은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몽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현
황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독일, 한국,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몽골의 사막
및 지방 전 지역으로의 전력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2) 중국 업체는 2009년 1월 몽골 최초로 BOO(Build Own Operate) 방식으로 서부지역 60MW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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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 몽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 ❚
프로젝트명
휴대용 PV 시스템
200W PV 시스템
Master Plan for
Rural Power Supply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독일․몽골 협력
사업

사막 전기 공급
프로그램
100,000 Solar Ger
국가 프로그램

용도
유목민들을 위한 이동식 전력공급 시스템
유목민들을 위한 이동식 전력공급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방 전력공급 시스템
확충
- 1단계: 2002년 완료
(소규모 수력발전단지 타당성조사)
- 2단계: 2008년 완료
· 6kW 풍력-태양 하이프리드 시스템
· 375kw 수력발전소 건설
· 150kW 수력발전소 건설
· 111kW 수력발전소 건설
- 3단계: 2008~11(현재 진행 중)
사막지역에 PV 풍력 기술 적용
2011년까지 게르에 전력 공급

추진기관 및 국가
NEDO, 일본
JICA, 일본
JICA, 일본

GTZ, 독일

MOCIE
(산업자원부), 한국
몽골 정부,
세계은행

자료: FIFTA(몽골외국인투자무역청) 자료를 인용하여 필자 작성.

이 밖에도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프로젝트는 초이르
풍력발전소(50MW), 고비사막의 대규모 PV 발전소, 오르혼(Orkhon) 수력발
전소(100MW), 에데네버른(Erdeneburen) 수력발전소(60MW), 에진(Egiin)
수력발전소(200MW), 오논(Onon) 수력발전소(60MW) 등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이 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몽골 정부는 화석연료에 비해
LPG를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각 가정 및 교통수단 등에
LPG를 사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005년에는 러시아와 중국에
서 약 2,200톤의 LPG를 수입하기도 했다.123)
향후 몽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2,300억 원 이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 정부는 현실
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발보다는 현재 시급한 도로, 철도 등의

123) 주몽골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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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발전소 건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124) 따라
서 인프라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진출을 연계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발전 플랜트 사업 진출 시 투자금 회수
에 대해 정부 보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출 시 원가 및 수익(전기
요금 국가통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인프라 개발 참여
가. 철도 및 도로 건설 참여
몽골은 광활한 국토에 비해 각종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2007년
세계은행이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류환경 평가에서 몽골의 철도
및 도로 수송과 관련된 물류 여건은 13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몽골의 경우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 상품을 수송
하는 비용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내륙국에 비해 2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몽골의 교역 증대로 인해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규
모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전략광산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철도 부문의 투자와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몽골 철도의 총연장은 1,816Km
로 간선철도 1,100km, 지선철도 477km, 기타 철도 239km 등으로 이루어
져 러시와 같은 광궤(1,520mm)를 사용하고 있다.125) 현재 몽골 정부는 도
로와 함께 철도망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바, 주로 타반톨고이, 오유톨고이

124)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의 경우 가장 가까운 항구로 상품을 수송하는 비용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여타 내륙국과 비교해 2배 더 많이 든다고 한다.
125) 몽골의 철도는 전체 화물운송의 90%, 여객운송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운송화물은 목재(74%), 원유
(5%), 건초(5%) 등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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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 광산이 밀집되어 있는 남고비 지역의 석탄, 동, 금 등의 광산개발과
연계하여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몽골 정부는 2021년까지 고비지역과
동부지역 간 연결, 전략광산들과 기존 간선철도 간 연결 그리고 제2간선철도
건설 등 주요 철도라인을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몽골 정부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타반톨고이-샤인샨드-후트(Hoot)-비칙트(Bichigt)-초이발산 간

제2의 간선철도를 완공하여 러시아의 치타와 연결할 계획이다. 이 철도가 완
공되면 여객 수용량이 현재의 5~10배로 증대되고 운송 수용량은 연간 5,0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광산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수출 증가,
외국인투자 확대, 산업화 촉진 그리고 도시와 지방 간 교통환경 개선 등이
기대된다. 또한 2008년에서 2018년 중 자민우드 지역에 각종 수송기관을 통
합한 터미널을 건설하여 몽골의 철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126)
한편 몽골의 도로 총연장은 49,250km에 이르지만, 도로포장률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경으로 이어진 포장도로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러시
아를 잇는 도로가 유일하나, 현재 울란바토르와 중국 국경 간 고속도로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몽골 정부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도
로확충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주변국가인 중국과 러시
아를 잇는 4개 노선의 남북 종단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도로건설 비용이 약 6억 2,700만 달러로 예측된
다. 밀레니엄 도로(Millennium Road)는 울란바토르를 기점으로 동부와 서
부를 횡단하는 것으로 2010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8~10년 내 완공 목표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울란바토르에서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총연장
464km의 도로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12km의 포장도로를 새
로 건설하고 기존의 350km에 이르는 포장도로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울란
바토르는 포장도로가 지난 20년 동안 크게 확장되지 않은 반면 화물차량은

126) 박종국(2010. 4. 24), ｢몽골의 전략광산 개발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조사보고서 ,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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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로 증가해 도로 확장과 보수가 필요하다. 몽골 정부는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법을 비준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통한 기술혁
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몽골 정부는 항공운송 부문의 개혁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발
전 및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울란바토르시 국제공항 건설,
하르호린시 신공항 건설, 지방 공항에 포장 활주로, 조명 및 착륙 시스템 설
치, 항공운송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국제선 여객기 취항 지역
및 편수 증진 등을 추진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현재 몽골의 경제규모와 건설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몽골 정부
가 계획하는 2015년까지 도로 확대 건설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이 약 6억
2,700만 달러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과 중국 등은 대규모의 무상원조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광산 개발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몽골에서는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막대
하다. 특히 몽골 정부는 남부지역의 대규모 전략광산 개발권과 철도부설을
연계하여 철도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광물개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남부 고비지역의 광산개발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
본 등이 철도부설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몽골 정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몽골의 철도부설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타반톨고이와 같은 전략광산의 개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공동으
로 철도건설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몽골의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결국 수송하려면 양국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다. 즉 한국은 러시아, 중
국의 기업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향후 개발 사업에 대한 협조와 자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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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비용 축소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은 그동안 중
동과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여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몽골
의 도로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몽골 경제가 발
전할수록 도로 인프라 확충사업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
에 이 분야에서 선점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몽골 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외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기술단지(Industrial and Technical Park)를 설립하여 발전시킨다는 중
장기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고, 몇 개의 지역 중심지와 도시에 산업기술단지들을 건설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몽골 정부는 다르한 등에 산업기술단
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10
대 자원 보유국인 몽골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IT, ET 등 첨단
산업의 결합은 상호 호혜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모델을 몽골에 전수할 경우 기대효과가 클 것
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산업단지를 건설하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몽골에 활발
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몽골은 외국인투자자
들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
건비도 저렴하고, 주거비, 운영비 등 사업비용 면에서 아시아에서 매우 경쟁
력 있는 국가이다. 특히 몽골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나
중국 등에서 철수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몽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유
치할 경우 한․몽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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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 협력 확대
몽골의 건설산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인구가 집중
됨으로써 2007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8년에는 12.8% 감소한 데 이어, 2009년에는 48.8%나 감소하였다.
2009년 건설업 및 하자보수 총규모는 2,794억 투그릭(전년대비 48.8% 감
소)으로 이 중 10.6%(288억 투그릭)를 외국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
국 건설업체들이 몽골에 다수 진출해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은행융
자를 받지 못해 건설이 중단된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러나 현지 건설 및 엔지
니어링 업체의 기술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경
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건설 분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몽골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광업,
제조업, 관광산업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 대한 국가
전략인 10만 가구 건설, 밀레니엄 도로 프로젝트, 도시개발 및 수송 편의를
위한 철도부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건설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10월 오유톨고
이 광산개발 투자계약의 체결 이후 광업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회복
이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자재 중 시멘트의 경우 몽골의 자체 생
산능력은 25~30만 톤이나 수요는 약 1,000만 톤으로 부족분은 주로 내몽골
에서 수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몽골의 건설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
고 있으며, 몽골에서 건설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몽골의 자원
개발과 도시 재개발 등 대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면한
문제가 인력 부족이다. 특히 숙련노동력과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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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 몽골 주요 건설자재 생산 현황 ❚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멘트

천톤

140.8

179.8

269.3

175.3

석회

천톤

60.4

43.3

54.8

32

천 입방미터

19.2

29.6

65.4

8.4

천개

45

69

34.5

47.8

솔리드콘크리트

천 입방미터

7.9

3.5

2.8

0.6

콘크리트모타르

천 입방미터

32.2

47.0

91.9

28.8

나무 문, 창

천 제곱미터

3.6

2.8

6.2

1.2

종 류

철콘크리트제품
메탈 슬리퍼

자료: 외교통상부.

건축 분야 숙련인력난 해소를 위해 몽골 정부가 향후 수년 내 북한 인력
5,000명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
이 실행에 옮겨지면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침체되었던 건설 부문
이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127) 건설시장 및 주택건설 진출이 유망한 만
큼 이 분야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거대 지방
중심지에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주택 및 상가빌딩 건설 부문의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128) 특히 몽골 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수많은
외국인들이 몽골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최고급 주택건설도
유망한 분야이다.

127) 전문가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몽골에서 부동산 가격이 약 20% 하락했으나, 금년 가을 무렵에는 다
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128) 울란바토르시의 주택공급률이 40% 정도에 불과해 향후 아파트 건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울란바토
르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약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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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개발계획 참여
몽골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 의거하여 향후 적절한 주민 정착 양
식을 고려한 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고, 건축자재 생산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
어올리기 위해 국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몽골 정부는
2015년까지 적절한 주민 정착 배치 구도를 개발하고, 도시 건설을 위한 법
적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의 규범과 기준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설정해 두
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첫째, 주요 지역 중심지들을 인구 5만 명 이상,
그 후에는 인구 10만 명가량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수도의 인구밀도를 줄이고 바간누르, 날라이흐
(Nalaikh), 바가한가이(Bagakhangai) 등과 같은 위성도시들을 개발하며 이
도시들의 인구밀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현대식 표준
에 부합하는 건물을 건축하고, 새로운 종류의 건축자재 생산을 조성․발전시
키고 도시경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셋째, 주택 수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
‘주택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수도의 게르(Ger) 구역을 중앙 하수시스템에 연
결시키고,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식수를 완전히 공급하며 게르 구역을 주거지
역으로 개발하여, 점차 주민의 구매력에 대응해 주택공급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시의 도로망을 개선하고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울란바토르시의 도로망 개선작업과 도시계획 및 교통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문제를 다루기 위
해 ‘스마트(Smart)’ 교통 관리 및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이 몽골과 협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
다고 판단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몽골의 도시개발계획에 참여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
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 기업 및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몽
골의 도시개발계획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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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 및 축산업 협력 확대
몽골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황무지 개간 프
로그램’이라 불리는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곡물, 감자, 야채를 완전히 자급하
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도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축 1마리당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축업 농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몽골은 농축산업
원료의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가공기업들을 보다 많이 설립하여 산업화 정
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자국
의 농축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129)
몽골은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강수량이 부족하여 관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농
축산업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향후 몽골의 농업
및 축산업 협력은 전망이 밝다고 판단된다. 특히 몽골은 지구상에서 생태학
적으로 가장 청정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기농 식료품 및 육류제품의 가공산업이 유망한 국가이다.
그동안 한국과 몽골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몽골의 농축산 분야에 약 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곡물과 채소류 등을 소규모 시험적으로 재배해오고 있다. 최근 한
국의 중견 기업 가운데 몽골의 농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
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몽골에서 상업적인 농목축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
에 한국 정부는 몽골의 동쪽에 있는 할흐골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255만 달러를 들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헥타르의 시범
농장을 설립할 계획이다.130) 특히 이 지역은 중국 및 러시아 국경과 인접해

129) 2008년 2월 몽골 N.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동몽골 지역 농업개발을 비롯한 인
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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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생산물을 수출하기에도 편리하다. 이외에도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가깝
고 교통망이 편리한 셀렝게 지역의 농업개발 사업도 몽골의 식량 자급계획
과 맞물려 유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시베리아와 인접해 있어 러시아에 식료
품을 수출하기에도 편리한 지역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몽골에서 농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몽골 할흐골 지역과 셀렝게 지역의 유휴지나 개간 가능한 토지
를 한국 기업들에게 장기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몽골 정부와 합의를 해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몽골 정부도 이 방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
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몽골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몽골 농
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몽 양국간 농업
협력을 추진할 때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저장 및 가공 단계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
근 몽골이 농기계의 6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종자와 비료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131) 앞으로 한국산
종자와 비료 및 농기계 등의 몽골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9년 기준으로 몽골에는 가축이 4,300만 두에 달할 정도로 목축
업이 널리 퍼져 있다. 몽골이 21개 아이막(道)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한 아
이막당 평균 2백만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몽골은 가축에서 나오는
고기, 우유, 양모, 캐시미어, 피혁 등 축산원료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몽골에서 생산되는 양털의 5%만 활용되고 있고 나
머지는 모두 폐기처분되고 있을 정도로 축산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몽골 정부는 가축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화시키고
국내 공급뿐 아니라 해외 수출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130) 강임호(2010), ｢몽골의 발전전략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131)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6 января 2009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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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친환경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몽골의 가축
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서 첨단기술을 갖춘 중소형공장들이 몽골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육류를 수입하고 있는데, 몽골과 검역문제가
해결될 경우 육류 및 육류가공품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육류 검역 및 수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한국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특히 몽골은 자국 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선진
적인 검역 시스템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관련 연구시
설을 설립하기 위해 KOICA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몽골 정부가 가축의 방목 외에 축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축 사료 생산과 관련된 사업도 유망한 협력
분야라 할 수 있다. 결국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농목축업 분야의 진출을 확
대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노력으로 현지 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ODA 협력방안
그동안 집행된 한국의 대외원조 가운데 몽골의 비중은 높은 편이나, 한국
의 대몽골 원조 규모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농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등 몽골의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또한 연수생 초청 교육,
전문가 및 의료단 파견 등 원조 관련 인적교류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긍정적
인 협력관계를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상원조인 EDCF 지원
사업 부문에서는 2006년을 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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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의 무상원조는 일본과 독일, 미국 등의 무상원조 수준에 비해 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EDCF 사업은 과거 시행했던 고속도로 건설 및 교
통망 구축사업에서 협력 실패를 경험하는 등 향후 새로운 지원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2010년부터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의 회원국이 된 한국
은 10억 달러인 올해의 ODA 규모를 5년 후에는 30억 달러로 확대할 예정
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제사회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한국
형 ODA 모델을 형성하는가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몽골 무상원조 사업은 농촌개발, 정보통신, 환경, 에너
지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부문은 몽골에서도 집
중 육성 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부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이 부문에 대한 지원 외에
도 한국과 몽골의 강한 유대감 형성과 소프트 파워적 장기 교류 협력을 위
한 교육․문화 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례로, 일본은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개발 프로젝트의 아낌없는 지원과 동시에 도서관을 곳
곳에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엄청난 양의 책들을 구비
하여 몽골의 학생들 및 국민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어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일본으로의 유학생 유치 및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울란바토르시 병
원 재건축 및 신축에도 노력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몽골 내 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책,
컴퓨터뿐만 아니라 IT와 연계한 한국어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즉 다양한
E-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유학 및 연수하는 것과 비슷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제조업 및 기술 부문 육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몽골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나아가 IT기술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교육사업도 진행하여 전문인력 육성
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사업은 한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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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운동본부 등과 같은 NGO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교육 인
프라 구축 및 컨텐츠 제공을 위해 이들 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몽골이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관광산
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박물관
건립 혹은 이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몽
골 칭기즈칸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몽골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칭기즈칸 박
물관’ 건립 지원 등은 설사 ODA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
지 우회적인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몽골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들이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경우 광물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우
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칭기즈칸 박물관 건설을 지원한다
면 한․몽 관계 증진은 물론 신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지혜가 담긴 현지 친화적인 한국형 지원정책의 표본
이 될 것이다.132)
최근 문화방송(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 사
업에 참가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면서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국민들
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해외봉사단
파견과 같은 국제협력단의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면 ODA 측면의 인적교류
또한 확대되어 긍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EDCF 사업 측면에서 전면적인 몽골 지원 재검토가 요구된다. 1992년 처
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8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고
현재 지원사업이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실패

132) 이재영(2010. 4. 26), ｢몽골 칭기즈칸대 총장의 소망｣,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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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
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호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몽골의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한국 지원 및 이를 통한 한
국 기업의 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을 EDCF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하면서 현지 개
발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몽골에 대해서도 현지
요구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무상원조와 더
불어 유상원조 지원 부문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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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몽골은 1992년 시장경제체제 전환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킨 나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의 운송 및 교통의 교차지로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경
제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 몽골의 국제정치적인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에 들어와서 몽골의 전통적인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들이 몽골에 대한 진출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신속한 의사
결정과 막대한 차관 제공, 일본은 과감한 경제지원, 미국은 군사협력과 현지
연구센터 개설 및 원조를 통해 대몽골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과
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대몽골 협력 확대를 위한 진출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몽골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물류 운송로가 개설되고, 러
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해 항로가 열리게 되어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환
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경우 몽골은 내륙국으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몽골은 인종․문화․언어적 유사성을 가진 매우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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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로서 장차 한반도의 통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한국이 좁게는 중앙아시아, 넓게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몽골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앞
으로 한국의 에너지자원 및 식량안보의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력
적인 협력 대상국이다.133) 몽골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지
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하여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
해 ‘제3의 이웃’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몽골과의 관계가 강화
될수록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몽골 협력
이 보다 심화․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90년 3월 몽골과 수교한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
면에 걸쳐 몽골과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양국간 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몽골을 비
롯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에 이제 한
국은 몽골과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수준의 협력단계로 접어들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우선 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기계설비 및
부품 생산, 농목축업의 원료를 활용한 육류 및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수
출, 정보통신산업, 물류유통 및 서비스업, 건설자재 산업, 관광 분야 등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물자원개발과 석
유산지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몽골측이

133) 몽골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같은 유목계통인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몽골의 서부지역에 다수의 카자흐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바,
몽골은 장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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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철도, 도로 및 기타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진출하는 것이 합
목적적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형 정유
공장,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발전소 건설 참여 등 플랜트 산업
분야의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몽골 국가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철도 및 도로 건설, 신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 첨단기술생산단
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등 인프라 개발 관련 분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그동안 시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업협
력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고, 러시아 및 중국과 인접한 자유무역지대로의
진출을 확대하며, 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과 몽골이 이와 같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호 원-윈(win-win) 하는 전
략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
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양국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다.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격년제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고위급 정례회담의 제도적인 틀을 통해서 양국간 정치, 경제 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틀을 통해 한국과 같은 중간 규모의 몽골을 진정한 ‘친구
(Friend)’ 국가로 묶어냄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정
상들이 몽골을 수시로 방문하여 상호 관계를 현저히 확대한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관급 정부 간 위윈회나 민관공동위원회와 같은 채널
을 구성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경제․통상, 개
발원조, 에너지․자원, 노동․고용, 영사․인적교류, 교육․문화 등 분야별
협력증진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과 몽골은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수준의 경제통합체로 발전시
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자유로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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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동을 위한 비자면제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2009년 말 기준 몽골 인구의 약 1.15%에 해당하는 3만 674명의 몽골
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전문가들은 무비자 방문이 실현될 경우, 한국에 체류할 것으로 예
상되는 몽골인은 전체 인구의 약 3%인 10만여 명 정도로 추정하는 바, 이
는 한국의 5,000만 인구의 약 0.2%에 불과한 수치이다.134) 요컨대 인적교
류의 활성화가 미래 한․몽 관계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인식하고 비
자면제 협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몽골측은
2003년 11월 양국 총리회담 시 FTA 체결에 대한 실무검토를 제안한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FTA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다. 몽골의 경제
규모와 양국간 교역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양국간 FTA 체결추
진에 따른 단기적인 성과나 경제적 실익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인
대몽골 자원외교 지원 차원 및 정치안보적 이익 등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0년 현재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였는데,
이를 잘 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FTA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한걸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고위급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한몽자원협력
협정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몽자원협력위원회(실국장급), 2007년
에 설립되어 양국 상공회의소 간에 운영되고 있는 한․몽경제협력위원회 등
의 정례협의 채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보다 내실을 가함과 동
시에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 차원의 채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몽골의 이원집정부적 정치구조
특성상 국회가 광물자원개발권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

134) 강임호(2010), ｢몽골의 발전전략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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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한․몽의원친선협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하여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KOTRA 무역관을 몽골 현지에 개설하여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에
게 몽골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대몽골 민관합동조사단 등의 정례
적인 파견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몽골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사절단의 경우 몽골외국인투자무역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하여 사절단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몽골이 광활한 영토에 비해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장차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몽
골에서 농업 협력, 인프라 건설 및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몽골, 북한의 3자 간 합의와 협력하에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한국에서 몽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몽골 내에서 연구교류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한국과 몽골에서 산․관․학이 참여하는 ‘한․몽
협력포럼’과 ‘몽․한협력포럼’을 각각 구성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기금으로 몽골 내 가칭 ‘한국․몽골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수집
및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증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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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New-Asia Era
Jae-Young Lee and Si Young Lee and D. Ganbaatar

Mongolia, a country that hitherto remained on periphery of the
international arena, has been turned into a strategic nexus that has caught the
attention of Russia and China, as the two superpowers has initiated the New
Multi-Lateral Diplomacy based on the third neighbor policy. Ever since the
recent discovery of large-scale mines in Mongolia, other nations are also
seeking to enter Mongolia for the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s
Mongolia successfully establishe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a manner comparable to countries in Eastern
Europe, Mongolia’s international status is increasing, not to mention emerging
as an attractive country for investment.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Mongolia in March 1990, Korea
has consistently expande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but the level of
cooperation has not reached the expected level compared to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ems from a number of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facing Mongolia including: Mongolia’s
underdeveloped economy, relatively small domestic market, and limitation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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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ndlocked country surrounded by Russia and China. However, it is
imperative that Korea recognizes the strategic value of Mongolia, by virtue of
its location in the geographical center of Asian continent, with respect to the
economic network emerging in the Eurasia as a whole. First of all, Mongolia
is a strategic nexus that connects Korea with Siberia and China, and can be
an excellent foothold for making inroads into the heart of Eurasia for
economic cooperation. It also presents a great potential for Korea in terms of
securing natural resources and food supply. Because Mongolia has the highest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as well as mutual cooperation, the Mongolia
continues to rise in importance.
The Year 2010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and Korea has to consider
a new strategy for cooperation with Mongolia in order to achieve greater and
deeper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for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face of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This study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Mongolia; Mongolia’s economy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long term; strategies of major powers
for their respective entry into Mongolia and circumstances regarding
cooperation; the delineation and assessment of the current situations in
Korea-Mongolia economic cooperation; ways for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and policy implications.
When Mongolia began it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ic system in
1990, the level of reform and market opening was higher than other transition
countries and macroeconomic stabilization was quickly achieved. Mongolian
economy was also hit by the global crisis in 2008, and the price of raw
materials and copper, Mongolia’s main export items, has risen since then. The
government of Mongolia soon implemented an active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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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d the Mongolian economy has begun showing signs of recovery in
2010. It is expected that the GDP growth rate will double within the next 5
years, and four-times within the next 10 years, with large scale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currently under way.
80% of Mongolia’s trade was with the Soviet Union until 1990, bu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countries other than Russia such as China,
Japan, Switzerland, Kazakhstan, United States, and Korea emerged as new
trade partners in 1990s. Trade with Russia declined constantly while trade
with China increased steadily. In the 2000s, Mongolia had more trading
partners than in the 1990s, and trade items are also more diverse. In 2009,
Mongolia was exporting to a total of 72 countries; exports to China, Canada,
and United Kingdom was 83.1% of the total, with each country accounting
for 73.1%, 7.8%, and 6.7% respectively. Mongolia imports from a total 108
countries, and main importers of Mongolian products were Western countries
(50.4%) such as Russia,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with Asian
Countries (42.7%) such as China, Korea, and Japan also taking up a
significant share. The major export items are mineral resources and textile
and livestock products; while major imports consist of fuel and mineral
products, cars, and machinery and equip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00. From 1999 to 2009, the ranking of countr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companies operating in Mongolia was as follows: China (4,927), Korea
(1,856), Russia (752), Japan (428), and United States (227). About half
(49.57%) of all foreign companies in Mongolia are Chinese, with Korea
(18.67%) taking second place. Over the same period, China was also first
place in terms of accumulated amount of investment at about 1.98 billion
dollars (51.27%); the United States invested about 189 million dollars
(4.90%); Korea’s investment was about 176 million dollars (4.55%); Ja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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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bout 161 million dollars (4.26%); Russian investment was about 161
million dollars (4.17%); Central Asian countries were about 93 million dollars
(2.40%) combined;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contributed about 773
million dollars (20%) to the total. 52.5% of the total was concentrated in the
mining sector, followed by trade and catering services (18.7%), bank and
financial services (4.9%), light industry (3.9%), and construction (2.7%).
The government of Mongoli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 for 2008-2021' based o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 2007. The objectives of the NDS is to increase GDP per capita
to at least 5,000 dollars by 2015 and 12,000 dollars by 2021, making it
possible for Mongolia to enter the ranks of middle income countries and
prove that Mongolia has economic ability to provide what the world needs.
For accomplishing these objectives, government set priorit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mining industry, and then promoted export-oriented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high-tech

industry,

and

attained

diversification of the economy that reduced the dependence on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Recently, neighboring China is expanding into various sectors of the
Mongolian

economy

by

providing

enormous

loans

following

rapid

decision-making for investment in Mongolia, so China would become the
biggest trade and investment partner for Mongolia as well as the most
influential country. Russia is also trying to expand into Mongolia
economically, to recover the influence it had during the Soviet era. United
States is emerging as the most influential country aside from Mongolia’s
immediate neighbors such as China and Russia, promoting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As Mongolia’s biggest financial donor, Japan has recently
been trying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of Mongolia’s mining sector. Thus,
competition among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is increasing as we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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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s lacking compared
to poli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Meanwhile, many summits
and state visits were held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discuss economic
cooperation and reach an agreement for partnership, but few earnest projects
were initiated.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recorded an all-time high
of 238 million dollars in 2008, dropping slightly to 170 million dollars in
2009. Korean investment into Mongolia has not yet reached 200 million
dollars. This is due to such factors as frequent changes in Mongolian
investment laws, corruption and graft of government officials, Mongolia’s
small market volume, poor infrastructure for distribution, and poor climate;
but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Mongolia and expensive airfare between
Korea and Mongolia also exist as significant impedimen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at Mongolia has created a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fter
transition began in 1992. Because Mongolia also has high pot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given its plentiful mineral resources and position as a
transportation/logistical crossroad; the international status of Mongolia has
grown remarkably. It i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world’s major
economic powers such as China, Russia, United States, EU, Canada, and
Japan are trying to expand cooperation to enter the Mongolian market. The
strategies adopted by the respective countries include enormous loans from
China,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US military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local research institutes and assistance; Russia’s efforts to recover influence
over Mongolia possessed by the USSR through reinforcement of old ties.
Should future possibilities like creation of new transportation routes linked to
Central Asia and to the Arctic Ocean region via Russia become a reality,
Mongolia will gain new development opportunities to overcome its limitations
as a landlock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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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Korean perspective, Mongolia could be a good neighbor for
Korea by virtue of its ethnic, cultural, and linguistic similarities. Mongolia
may contribute to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ecome a base
connecting Korea to Central Asia and the rest of Eurasia. Furthermore,
Mongolia can be an attractive partner country for Korea concerning energy
and food security. Because Mongolia wants to reduce its dependence on
China and Russia, the country is focusing on cooperation with Korea as an
important partner for economic growth. This means Korea must recognize that
reinforcing cooperation with Mongolia will allow Korea to enhance its
position in the former, and also must consider a deeper, broader cooperation
with Mongolia.
First of all, Korea should expand investment in the production of
machinery and equipment; and also components related to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production of processed food such as meat and agricultural
products. There should also be investment into such industries as IT and
communication, distribution and catering services, construction materials, and
tourism by promoting en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to the
Mongolian market. Korea also has to try to participate actively in mining and
oil exploitation, and consider projects related to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nd roadways, which the government of Mongolia wants and
need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Development of small-scale oil
refineries and construction of power generating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can also become magnets for FDI into Mongolia. Because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city development projects, high tech
complex and overseas industry complex are intimately linked to Mongolia’s
NDS , those are promising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Korea. Promoting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expanding into free trade zones in Mongolia,
enforcement of efficient ODA should b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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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laorative activities with Mongolia.
The following are specific action plans or policies to be considered by
government of Korea for the realization of activities outlined abov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operation, and a win-win strategy, between
Korea and Mongolia.
First is to hold regular summit talks. Second is to conclude an
agreement on visa waivers to eventually accomplish economic integration
similar to the EU. Third is conclusion and effectuation of a Korea-Mongolia
FTA. Fourth is building personal networks between high-level personnel, in
particular creating a channel such as ‘Korea-Mongolia Associa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where personal friendships can be strengthened at the
highest level. Fifth is to set up a KOTRA Business Center (KBC) in
Mongolia for providing investment information to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ixth is to consider utilization of labor resources
from North Korea because Mongolia’s labor force is insufficient in relation its
vast territory. Seventh is to establish a 'Korea-Mongolia Research Institute' for
promoting Mongolian research in Korea and trying to seek ways to expand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on a continuous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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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장용준·남호선
본 연구는 최근 WTO 회원국들의 무역상
기술장벽(TBT)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TBT와 무역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
여, TBT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향 조
사 및 실증분석 결과, 기대한 바와 같
이 TBT는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로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TBT와 무역 간의 부정적
인 상관관계는 특히 선진국에서,
그리고 2004년 이후에 더 심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수보다는 무역의존도가 높
은 경제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국의 TBT
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교역대상
국의 TBT에 대한 심층적 조사, TBT 전문가 집단 양성, 국내 TBT 질의
처 일원화, 적극적인 국제표준 선점이 필요하다.

2010년 8월 발행
정가 5,000원 / 78면
ISBN 978-89-322-2175-5 / 978-89-322-2064-2(세트)
KIEP의 모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연간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만 5천 원

1만 2천 원

*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문)

(한글)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 일체

A
반년간지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