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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IEP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
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그 어
느 때보다도 바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본원은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의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국제경제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자/양자 간 통상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한편, 국제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우
리나라의 세계경제 위상변화에 따른 대외경제전략의 선제적(先制
的) 연구, 서비스산업 발전과 FDI/ODI 증진방안 증진방안, 해외지
역에 관한 심층적 연구수요에 대응한 연구,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다양한 정책과 전략 개
발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해 동안 수행하였던 연구사업의 주요 성과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함으
로써, 1년간의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2009 KIEP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
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본원의 연구결과가 정부
정책에 기여한 바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
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대내외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발 앞선 사고와 시각으
로 경제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채 욱

• 발간사
• 설립목적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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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1

연구사업 개요

국제거시금융

연구사업 현황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

2007~09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9년도 국제거시금융 분야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핵심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관련 정책 입안·평가, 대외협

총 11건임.

상 전략 제시, 정상 및 각료 선언문 작성, 협상대표단 참여, 정책 홍보 등으로 정책수립에 기여함.

국제거시금융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정책기여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국제거시 동향 및 정책분석

•2007~09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기본연구과제 53건, 수탁연구과제 260건, 수시연구과제 85건으

•원화의 국제화 및 금융업 발전방안 제시
•환율제도 연구 및 환율 예측

로, 총 398건에 달함.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이 중에서 2009년도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113건으로 집계됨.

•G-20 정상회담 대응 전략 및 의제 연구

•113건의 보고서 외에도 2009년 주요 대외경제현안에 대하여 97건의 이슈페이퍼(오늘의 세계경제 42

•거시금융 분야 주요 세계 연구동향 분석 제공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건/지역경제포커스 55건)를 발간하였음.

분야별 정책기여의 형태

> 국제거시금융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FTA/DDA 정책

구분

•해외지역연구 및 해외사례분석

보고서명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2009)

•동북아 및 지역경제협력

기본연구과제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2009)

•국제거시금융 분야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2009)

•FDI/ODI 정책

국제금융기구의 전략적 활용방안(2009)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개발

제3차 G20 정상회의 대응전략 및 의제 연구(2009)
수탁연구과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방안(서울 여의도-경기 고양-인천 FEZ을 중심으로)(2009)
제5차 G20 정상회의 의제연구(2009)

•기타 정책

Korean Economy’s Road to Recovery(2009)

> 2009년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 현황
수시연구과제

12

기여분야

FTA/DDA

해외지역
연구 등

건수

29

28

KIEP 2009 연차보고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국제거시
금융

13

11

FDI/ODI

녹색성장/
자원개발

ODA

기타

합계

10

9

7

6

113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를 중심으로
(2009)
Transport Costs, Relative Prices, and International Risk Sharing(2009)

KIEP 2009 연차보고서

13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FTA/DDA 정책

2007~09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9년도 정부의 중장기 통상전략 정책 형성 및 수립에 기여

2007~09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9년도 정부의 FTA/DDA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한 보고서는 총 9건임.

29건임.

중장기 통상전략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FTA/DDA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국제 환경협약 및 주요국 환경정책 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

•한·EU 및 한·ASEAN FTA 경제효과 분석 및 대응전략 제시

•해외자원 개발 및 플랜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DDA/WTO 동향분석 및 정부대응 전략 제시
•FTA/DDA 협상타결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한국 측 협상 기본안 또는 양허안 마련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한·EU, 한·인도, 한·캐나다, 한·멕시
코,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GCC FTA 등 진행 중인 FTA 협상 지원 등

> 중장기 통상전략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 FTA/DDA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구분

기본연구과제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대한 연구(2009)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방향(2009)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영향분석과 제도적 대응방안(2009)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2009)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Post-2012 기후변화체제 협상전략연구(Ⅲ)(2009)

수탁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연구사업(2009)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2009)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 분석 및 APEC 진출방안 연구(2009)

한ㆍEU FTA 발효의 경제적 효과분석(2009)

WTO/DDA 및 FTA 환경부문 만족도 조사(2009)

무역활성화를 위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9)

한ㆍ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2009)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2009)

외국 사례를 통한 국내탄소시장 활성화방안 연구(2009)

한ㆍASEAN FTA 체결 이후 인도차이나 3국과의 산업협력 방안 연구(2009)

Post-2012 국제협상활동 전문가 만족도 조사(2009)
수시연구과제

보고서명

수탁연구과제

DDA NAMA sectoral 협상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2009)
한국의 대ASEAN 개별국과의 FTA 추진 타당성 검토(2009)
2009년도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분야별 분석(2009)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2009)

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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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Free Trade Agreements on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OECD: Panel Data Analysi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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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해외지역연구

2007~09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9년도 FDI/ODI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10

2007~09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해외지역정보 및 해외사례 제공을 통해 2009년도 정부의 정

건임.

책 형성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28건임.

FDI/ODI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지역연구 및 해외사례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경제효과 분석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 제시

•관련국 동향에 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지역별 통상전략 수립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성과분석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양자간 주요 경제현안 분석 제공

•주요국의 FDI/ODI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국내 주요 현안에 관한 해외사례 제공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해외 순방 시 관련국에 관한 심층자료 제공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 FDI 및 ODI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 해외지역연구 및 사례분석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구분

기본연구과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2009)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09)

수탁연구과제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과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2009)
기본연구과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2009)

IFEZ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2009)

한ㆍEU FTA의 영향분석과 대응과제(2009)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지식기반 제조업분야 투자유치 전략 연구(2009)

중국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연구(2009)
중국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진출기업 대응전략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2009)

Development Strategy for Navoi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2009)

중국 비즈니스 실무 가이드 개편을 위한 연구(2009)

Firm Heterogeneity in the Choice of Offshoring: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Firms(2009)
수시연구과제

주요국의 전략산업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동향과 시사점(2009)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보고서명

수탁연구과제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2009)

한ㆍ인도 CEPA 주요내용(2009)
ASEAN 시장진출 방안 연구(2009)
중동지역에 대한 복합적 진출전략 연구(2009)
사천성 경제현황과 진출방안(2009)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산업 성장: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2009)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2009)

수시연구과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2009)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2009)
An Exploration of an Integration Index and its Application for Asian Regional Community(2009)

세계경제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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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2007~09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9년도 정부의 동북아(대북 정책 포함) 경제협력 및 지역경
제협력체(APEC 등)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13건이며, 2009년도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7건임.

동북아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협력체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ODA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동북아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 도출

•대외원조 정책평가 및 역량강화 방안 제시

•APEC, ASEM, ASEAN+3 주요 의제에 관한 연구

•해외 공적개발원조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지역경제협력체에 대한 한국 측 기본 입장 마련 및 관련 회의 참석 및 지원
•남북 경제관계 주요 현안 분석 및 전망을 통한 정책 수립

> 동북아/지역경제협력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구분

보고서명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2009)

기본연구과제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2009)

>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구분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2009)
기본연구과제

고령화와 공공재정에 대한 APEC 차원의 정책방향 연구(2009)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전략 연구(2009)
수탁연구과제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2009)

Further Analytical Study on the Likely Economic Impact of an FTAAP(2009)
남북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실천방안(2009)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 권역별 중장기 교육협력방안 연구: 중앙아시아(2009)
인도네시아 쓰나미 긴급재건복구 지원사업 종합평가(2009)

2009년도 한중일 공동연구(2009)
수탁연구과제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2009)
국제개발협력 체계 변화와 우리 개발정책에 대한 시사점(2009)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경쟁력 비교(2009)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2009)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보고서명

수시연구과제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 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2009)

APEC FTAAP 추진을 위한 연구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2008)
통합과정에서 재원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및 법적 준비방안(2009)
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Transition Economies’ Reform Process?(2009)
수시연구과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분석(2009)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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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관련사업

기타 정책

2007~09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09년도 정부의 기타 정책 형성 및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 협의회

총 6건임.

기타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기타 국제거시 및 대외경제 정책연구

분야별 국제세미나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국제경제 및 지역연구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정부의 국제협상 지원활동

있으며, 특히 세계 각지의 석학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세계경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
하고 있다.

> 기타 분야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기본자료 연구용역(2009)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수탁연구과제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지역별 경제협력방안 연구(2009)
한국경제 60년사(대외경제분과)(2009)
아시아 지역 등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분석 용역(2009)
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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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업실적

주 제

개최 일자

Making a New Industrial and SME Policy Cooperation between Korea 2009. 3. 10
and the EU

KIEP

아시아경제패널(AEP: Asian Economic Panel)

2009. 3. 22

KIEP, 미국 Columbia University,
(The Earth Institute), 일본 게이오대
학(Global Security Research Center)

한-칠레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

2009. 3. 27

KIEP,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관세
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한-중남
미협회, 한-칠레협회

Using Panel Data to Exactly Estimate Income Under-Reporting(2009)

KIEP 2009 연차보고서

연구사업
관련활동
2009년 및
주요
연구

주 최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 2009. 6. 30
munity toward North Korea(북한의 장래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과제)

KIEP

Roundtable Discussion with KIEP and the Melbourne APEC Finance
Center At RIMT University

2009. 9. 23

KIE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Issues, Strategies and Prospects

2009. 9. 25

KIEP, 고려대학교

The 5th Conference of East Asian Institutes Forum

2009. 10. 9

KIEP

Workshop on CAREC Corridor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oni- 2009. 10. 11
toring and Establishment of CAREC Federation of Carriers and Forwarders Associations

KIEP,
Asian Development Bank(ADB)

제13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2009. 10. 29

KIEP,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해
외자원개발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
회, 해외건설협회

AEC(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2009: 국제금융 세션

2009. 11. 11

KIEP,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
역, 아시아경제공동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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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ODA 연구회(5회), 세계지역 연구회(32회) 등 총 56회 개최
AEC(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2009: EU 세션

2009. 11. 12

KIEP,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
역, 아시아경제공동체 재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International 2009. 11. 13
Trade and Financial Architecture

KIEP, 고려대학교, Nottingham University

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KIEP

2009. 11. 20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Global Financial Crisis, New Order and the 2009. 11. 26
Future of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정부요청 국제회의 지원
- 기획재정부 지원(3회), 외교통상부 지원(6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원(1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원(1회),
지식경제부 지원(2회) 등 국제회의 정부대표단으로 총 13회 참석

KIEP, 한국 유라시아 포럼, 우즈베키
스탄 국책연구기관 IFMR

아시아경제패널 주관 및 학술지 발간사업
> 국내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개최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주 제

개최 일자

주 최

OECD/DAC 주요규범과 정책적 대응방안

2009. 3. 26

KIEP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주의 확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2009. 3. 27

KIEP, 지식경제부

한ㆍ일 및 한ㆍ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2009. 6. 17

KIEP

일본 민주당 신정권하의 당면 과제와 향후 전망

2009. 9. 6

KIEP

경제위기 극복과 APEC의 새비전

2009. 10. 29

KIEP

할 뿐 아니라 주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2009. 10. 30

KIEP

이를 위해 아시아지역의 주요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두 차례 패널을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

한·일 및 한·중 FTA 분야별 이슈 점검

2009. 11. 17

KIEP

글로벌 경제위기와 다자통상체제의 방향

2009. 11. 18

KIEP, 외교통상부

지 “Asian Economic Papers”(AEP)를 연3회 발간(MIT Press)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싱크탱크 및 학자들이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Earth Institute(EI), 일본 게이오대학
세계안보연구센터(GSRC)와 제휴하여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BPEA) 또는
유럽의 “Economic Policy”(EP)와 유사한 형태로 아시아의 주요 경제적 현안을 학문적으로 연구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2009년 사업실적
•아시아 경제패널 주관(연 2회)

대외경제전문가풀 운영

•“Asian Economic Paper” 발간
- 1년에 3차례 발간: Winter 2009(Issue 1), Spring 2009(Issue 2), Fall 2009(Issue 3) 순으로 MIT Press에서
발간

연구회(분과회의) 개최 및 정부 요청의 국제회의 지원 등을 위해 대외경제전문가 데이터베이스

- “Asian Economic Paper” 국내 수령자 명단 재정비

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각 연구회는 20인 이내, 지역연구회 산하 분과는 14인 이내로 구성

- AEP 회원에 대한 MIT Press 홈페이지 저널 접속 가능화

하며, 각 연구회에 1~2명의 간사를 지정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
리나라의 참여가 절실한 비공식 국제회의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사업실적
•연구회 개최
  - 국
 제거시금융 연구회(11회), WTO 연구회(3회), FTA 연구회(1회), FDI 연구회(2회), APEC 연구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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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거시계량모형 운영 및 국제거시금융 DB 구축사업

- KIEP 무역모형 개발을 위한 학습 및 GTAP 연구진과의 새로운 자료에 대한 논의 진행
•통상 DB 구축

2007년에 개발된 KIEP 거시경제모형을 확장하여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고, 지난 모형에서 충
분히 다루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중·일·미의

- 2009년 하반기 UN-COMTRADE 및 UN UNCTAD TRAINS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 무역지수 및 관세
율 자료를 구축

RW, 5개국 모형을 구성하고 특히 자산시장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거시적 충격 발생 시 한·중·일·미 사이에 상호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팀 운영
2009년 사업실적
•거시계량모형 개선
-무
 역 변수, 대표적인 국가별 산업구조와 금융변수를 조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유의미한 결
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검증
- 5개국 교역 품목별 교차무역 연관표 및 주요 변수 정상상태 값과 계수 조정 완료
- 2000년과 2007년 기준의 두 가지 산업별 교차무역 연관표 완성
•KIEP 국제거시모형의 무역계수를 UN BEC 분류를 기초로 조정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KIEP 국제거시모형의 거시계수를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조정

거시금융, 미시금융, 무역 등 3대 분야에서 G-20 체제의 부상에 따른 개혁과 변화의 추세를 정
밀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
장, 무역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주요 지역별로 통상전략 사례조
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 국내 학계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기
관(전문가) 등과 공동연구 및 컨퍼런스를 추진하여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2009년 사업실적
•G-20 체제 부상에 따른 이머징마켓의 국제금융 거버넌스에서 차지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절한 방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향을 제시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규범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의 올바른 변화 방향을 제안
•각국의 경제위기 상황과 정부의 대응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범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회복 가능성 전망
및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판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방안 제시

기본적인 무역 관련 DB 구축을 통해 국제거시모형, CGE모형, 국제 I-O 모형을 보완하여 정부정
책 결정의 기초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관세통계를 구축한 후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향후 정책연
구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효과 계측을 위한 CGE 모형
을 운영하고, 미국과 EU에 대한 통상연구 관련 정치경제학적 주요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교역 및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 및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국내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에서 보이는 동향과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의존
도에 대한 리스크 감소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금융시장의 국가 간 통합 가속화에 따른 소규모개방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자본거래 동태
성 경로 및 변화 평가

2009년 사업실적
•연구용역 발주(2건) 및 원고청탁(1건)
- 향후 FTA 및 DDA 관련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공동연구진(성한경 부연구위원) Seventeenth Annual Short Course in Global Trade Analysis 수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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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1건) 및 연구자료(4건) 발간
- 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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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2009년 사업실적

- External Adjustment under Increasing Financial Integration in Korea Economy

•APEC 정상회의 보고 과제인 “Further Analytical Study on the Likely Economic Impact of an FTAAP” 추
진을 위해 연구과제 지원(2건)
•“APEC/PECC Korea Newsletter” 연간 4회 발간
•APEC 관련 국제학술회의(ASCC) 참가 및 국내학자 참가 지원

DDA 종합센터 운영

•APEC 관련 회의 참석 및 대정부 지원
- APEC ISOM, SOM Ⅰ, SOM Ⅱ, CSOM 및 각료회의 지원
- APEC SOM Ⅱ 및 CSOM에서 FTAAP 관련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해 정부의 정책목표 달

DDA 및 경제개방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고 국제통상연구회를 운영하
며, 대국민 홍보 및 세미나 등을 통해 DDA 협상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개발함으

성에 기여
•APEC 컨소시엄 컨퍼런스(‘경제위기 극복과 APEC의 새 비전’) 개최

로써 국제경제와 시장경제의 원리, 국제사회의 규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
하고 있다.

SNU-KIEP EU 연구센터 운영
2009년 사업실적
•관련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보고서 발간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기체결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무역 환경 변화 분석』(2009) 외 8건

EU 집행위원회의 지원하에 2006년부터 각종 세미나 개최, EU 연구자 초청사업, 국내 EU 관련

•통상법 관련 강의 실시(6회), 세미나 개최(7회)

연구자 파견사업, EU 연구시리즈 출판 등을 통해 EU 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DDA 및 개방 관련 세미나 개최(2회)

럽 개별국들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통해 양국간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부의 대유럽 정책

•DDA 관련 정부주최 세미나, 간담회 참석(52회), WTO 협상 참여(5회)

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15건)

2009년 사업실적
•세미나 개최(2건)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 한-EU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및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 EU세션
•EU 센터 연구시리즈 발간(3건)
- Prospects for European Foreign Policy(Dr. Fraser Cameron)

APEC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하며, 관련 회의에 대한 대정부 지원 및

-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김은경)

연구자료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APEC/PECC Korea Newsletter” 발간을 통해 연구성과를

-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박성훈 외 2인 공저)

공시하고 있으며, ASC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APEC 정상회의, 통상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한국 EU 학회/SNU-KIEP EU 연구센터 공동하계세미나 지원(1건)

(SOM) 관련 대정부 지원을 통해 APEC 연구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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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SAIS 공동연구

미 KEI 운영

한·미 관계 및 한반도 이슈 관련 미국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한·미 관계 및 한국 관

현지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경제 및 정책을 미국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한·미 여론주

련 정치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미국 내 정책연구 지원, 한·미 간 지적/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층의 토론회나 한·미 정책세미나, 한·미 합동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교류를 활성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학 석사과정 확대를 통해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전·현

화하고 있으며, 학술 및 정책용역사업과 인사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직 국무부 관료 및 미국 내 한국전문가 강사를 초빙하여 외교적 지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KEI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효과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

Visiting Scholar Program, High Level Discussion, Policy Dialogue Program을 통한 한·미 전문

경제를 적극 홍보하여 한국 여론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가 토론을 활성화하고 있다.

2009년 사업실적
2009년 사업실적
•한반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확대 투자
- 한국학 전공과목 운영, 한국어 교육 확대 및 북한 관련 강좌 개설
- 한국학 전공자 장학금 지급(총 10명)
•한미관계 및 한반도 이슈 정책연구사업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W
 orking Paper와 Special Report 시리즈: 한·미 신 파트너십, 한국의 실용외교, 북한 및 통일, 한국
연구
- SAIS 석사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한·미 관계 연례 보고서 작성
•한·미 관계 인적·지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한
 ·미 외교전문가 및 전·현직 관료, 전문가, 학자들로 구성된 토론회, 학술회의 및 문화행사를 통
한 한·미 간 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워싱턴 지역의 특성과 이슈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개(12건), 비공개(9건)로 나누어 세미나 실시
- 동북아 미래포럼 개최: 워싱턴, 북경, 서울에서 연례행사로 개최
- 세종소사이어티 운영: 전문가 초청 강연회(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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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국 및 아시아 관련 동향분석 자료 수집/제공
- “KEI Reports”를 통해 미국 내 한국·아시아 경제 관련 심층 분석 결과를 국내외 기관에 제공
- 특히 2009년은 한·미 FTA와 북한 핵문제 관련 등의 분석 리포트 발간
•한국경제 및 경제정책의 대미 홍보
- “Korea Insight”(월간), “Korea’s Economy”(연간), 학술세미나 논문집 등을 발간하여 미국 여론주도층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에 집중 배포함으로써 한국경제 상황을 미국 정가에 효과적으로 알림
•한·미 합동 학술토론회 개최
- 10월 21~23일 동안 하와이대학(East-West Center)에서 “Navigating Turbulence in Northeast Asia: The
Future of the US-Korea Alliance”라는 주제로 한·미 합동 연례학술회의를 개최
•학술 및 정책용역사업
- “The Global Crisis and Korea’s International Financial Policies” 발간과 관련해 출판기념회 및 토론회
개최
- “Ambassadors’ Memoir: US-Korea Relations through the Eyes of the Ambassadors” 발간(한국어판 출
간 예정)

KIEP 2009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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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운영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중국 현지 동향을 빠르게 분석하고 한국경제 및 정책을 중국에 홍보하기 위해 수시로 「중국경

지역경제전문가와 해외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대학원과 공동

제현안브리핑」을 작성/배포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으로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외지역 전문가 공동 양성계획인

하여 한·중 간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Full Package”와 주요지역전문가 공동 양성계획인 “Special Package”의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

본 북경사무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국 관련 정책에 기

고 있으며, 고려대와 한국외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대 등 5개 국제대학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하며, 한·중 간 네트워킹을 강화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관련연구를 적극 지원할 뿐 아

본 사업은 특정 지역 중심의 지역연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전

니라, 한국경제 홍보사업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교육기관 차원의 지역연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2009년 사업실적
•중국경제현안브리핑 발간(24회)

2009년 사업실적

•한국경제포럼 개최(8회)

•Full Package(소외 지역 전문가 공동 양성 계획안)와 Special Package(주요 지역 전문가 공동 양성 계

•오늘의세계경제 집필(2회), 지역경제포커스 집필(2회)
•연구네트워킹 활동(중국 측 54건, 한국 측 80건)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한국경제 홍보

획안)로 운영
- 2010년~2011년 참여 국제대학원 신규선정(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대 등 총 7개)

- “Korea Economic Bulletin” 발송(10회)

•지역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지원 증대

- “2009 Korea’s Economy” 중국 측 원고를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에 청탁

•학생들의 지역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전문가 육성

- 인민화보의 월간 잡지(中國)에 기고(2009년 4월호에 게재)

•현지 네트워크 확대 및 지역연구 인프라 강화

- 채 욱 원장, 21세기 경제보도 인터뷰(3.22)
-중
 국 내 북한 전문가에게 자료 배포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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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

전략적 경제협력 국가(지역)를 중심으로 산업분야와 경제제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실용적인

세계지역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계지역연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

지역연구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전략적

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BRICs Information Center를 50여 개의 유망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 및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사업을 수행하여 전략국가(지역)들과 장기적인 경제교

EMERiCs로 확대하여 분산되어 있는 신흥개도국 전문가, 지역연구 DB를 일원화하여 국가정보

류·협력 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로서 전략지역(국가)

자원을 확충하였다. 연구 및 투자진출 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인적

연구 관련 정보, 자료 및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연구자 간에

자원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전문가들 간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각 지

공유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2009년 사업실적

2009년 사업실적

•국내 중앙아시아 연구포럼 3개 분과 운용 및 분과별 전략보고서 발간

•EMERiCs(Information for Emerging Countries)

- 기초 분과:『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 교역투자 분과:『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 자원에너지 분과:『중앙아시아 자원ㆍ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사업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책연구기관과 협력 MOU 체결
- 우즈베키스탄 IFMR(Institute of Forecasting and Macroeconomic Research)
- 투르크메니스탄 ISPED(Institute of Strategic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urkmenistan)
•중앙아시아 관련 연구논문 공모 및 연구논문집 발간(2권, 총 21편의 논문)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 분산되어 있는 신흥개도국 전문가, 지역연구 DB를 일원화하여 국가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이를 국가
지식으로 활용
-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브릭스 인포’를 50여 개의 유망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머릭스’로
- 정보수요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역별 경제정보, 인물정보, 학술정보, 비즈
니스 정보 등 4만 5천여 건의 지식정보 DB 구축
•세계지역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전문가과정(현지 5명)

-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 연구소장 초청 세미나: 21세기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과 과제

- 동유럽(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전문가과정(국내 30명, 현지 16명)

-우
 즈베키스탄에서 IFMR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Global Financial Crisis, New Order and the

- 동유럽 이슈별 집중과정(서울 53명, 부산 53명)

Future of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국내 중앙아시아 학술대회 공동개최
-한
 국슬라브학회 및 현대중국학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와 함께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
화’라는 주제로 진행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확대

- 중앙아시아 이슈별 집중과정(서울 45명)
•해외 방문학자 초청 프로그램 운영(9건)
•MOU 체결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들과 협력 확대
- 우즈베키스탄 IFMR(Institute of Forecasting and Macroeconomic Research) 체결

•중앙아시아 지식·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운영(CAF: Central Asia Forum)
- 중앙아시아 지역 관련 DB 다양화를 통해 국가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이를 국가지식으로 활용할 예정
- 향후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의 산업, 기업, 자원, 정책 등 다양한 항목별로 폭넓은 DB를 구축할 예정

32

KIEP 2009 연차보고서

KIEP 2009 연차보고서

33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지원

- 중국, 인도,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총 7인의 방문학자를 초청
- KIEP와 사전 합의된 연구주제 및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원내외 세미나,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교류

199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
제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북아개발은행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을 도출하고 국제적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회의, LES 개최(4회)
- ADB, IMF 등의 국제기구 및 East-West Center(미국 하와이대학교), 베트남 국책연구기관(VASS) 등
해외 유사 연구기관의 인사를 초청, 지역협력·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등 주요 현안과 관련
된 국제회의 및 LES 개최
•동북아 영문 웹사이트 운영

2009년 사업실적
•세미나 및 국제포럼 개최
- Planning Meeting 개최(미국 하와이)

- 수집 및 선별한 자료를 영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연구 및 정책 수립의 효율성
제고
- 2009년 12월 기준 총 8,204건의 자료 등재(전년대비 54.2% 증가)

- 18th Annual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개최(부산)
- 전문가 간담회 개최 (중국)
•세미나 Proceeding 출판
- 제목: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해외 유수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사업

-글
 로벌 금융위기하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한 논의
- 다자간 금융기관 설립을 현실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기반 마련 방안 논의

해외 주요 지역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지역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관한 논의, 향후 방향 및 전략

고 있다. 현지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시의성 있는 고급정보를 수집하고, 현
지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
다. 또한 신흥경제국의 주요 기관들을 발굴,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정보력을 향상하고 연구원
차원의 연구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북아 연구 네트워크 강화사업
2009년 사업실적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해외학자를 초청, 연구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주요 신흥시장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등과 협력을 통해 현지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연구 활동의 허브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본원 및 국내외 기관이 생산하

- 특별휴직(4건): 관련기관에서 연구업무 능력 향상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동향정보, 학술문헌정보 및 전문연구정보, 세미나 정보 등

- 파견훈련(3건):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해 국내외에서 훈련 또는 교

을 전문적으로 수집·선별한 후 웹사이트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육을 실시하여 역량강화
- 업무능력배양연수(1건): 담당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해 국내외에서 훈련 또
는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강화

2009년 사업실적
•해외방문학자 초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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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 연중 운영

전산 운영

•정보가 부족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수연구기관들과 MOU 체결을 통해 연구 협력 확대
지식정보시스템(KINIS)을 통해 연구원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
며, 경영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웹사이트를 구현

정보관리사업

연구지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Digital Library를 운영하여 개별 연구자의 과제별 정보자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산 인프라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 사업실적

제공하고 소장자료의 온라인 목록을 연동하고 있다. 해외 각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경제연구소,

•지식정보 시스템을 통한 DB 축적 지식 공유

국제경제기구 등의 자료를 망라하여 『해외 주요기관 자료속보』와 『최근 이슈별 자료속보』

- 경제동향자료 등 정보자료 수집(26,011건)

를 이메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국별 통계 등 지역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역

- 외부연구진 프로파일과 심의위원 풀 DB 통합

의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 연구 추진현황 재정비 및 연구실적 평가 시 평가누락 항목 추가
- 개인별 맞춤 정보 서비스(WorkList) 신설 및 전산장비 대여 업무 전산화
- KMS 화면 재구성 및 관리기능 추가

2009년 사업실적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Digital Library 운영

-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및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경영전산 시스템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 21개 기본과제별 참고문헌 리스트 배포

- 예산통제조건 검색기능,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20건)

- 최신 경제동향, 국가별 경제정보, 주요 경제기사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업데이트

- 근태관리 시스템과 그룹웨어의 개인정보 데이터 연동 추가

- 소장 자료의 원문 DB 구축(10,939건)

- 인사관리 시스템과 인사발령 결재문서의 연동 추가

- 해외 주요기관 자료속보(52회), 최근 이슈별 자료속보(7회)
•정보자료 수집

•웹을 통한 KIEP 연구실적 제공 및 이용자 중심 웹사이트 구현
- 홈페이지 모니터링 요원제도 실시(보고서 2회 수령)

-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 중앙은행, 통계청, 주요 연구소 정보원 집중 수집 및 등록(보고서 140여 건)

-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메인화면 구성 및 메뉴 변경

- 2009년 정기간행물 구독 갱신

- Q&A 담당자별 응대체제 구현

- 다양한 정보원의 자료 1만 3천여 권 수집 및 등록

- 한·인도 FTA 자료실 및 홍보센터 메뉴 신설

•정보 관리
- 2008년 구간 자료 315권 제본 완료

- 국내외 통계 항목별로 엑셀파일 추가 제공
•전산 인프라 환경 강화

- 보고서 3만 5천 권 장서점검 실시: 폐기 204건, 디지털 원문전환 656건

- 인터넷 회선 대역폭 증속(40M)

- 정보서비스 이용교육 및 DB 교육 실시(13회)

- 보안 USB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완료

- 2종의 웹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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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업

대외홍보사업

연구보고서와 연구자료 주제별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으며, 웹진 『KIEP 오늘의 세계경제』와

언론기고, 특집기사 등을 통해 언론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KIEP 웹진을 통해 연구성

『지역경제 포커스』를 통해 세계경제에 관한 현안 이슈 및 주요국 경제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과물 및 연구원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World’s Leading Think Tank” 이미지 구축을 위해 홍보

제공하고 있다. 반년간 학술지 『대외경제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간하여 한

물을 제작하고, 기획홍보체계를 정립하여 홍보 및 보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국의 대외경제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국내외 유수 연구진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연구원의

지역별 유학생 DB를 구축하여 인력 네트워크 형성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모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학술 DB 및 포털 사
이트를 통해 연구정보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사업실적
•대국민 홍보 강화

2009년 사업실적

-『KIEP Newsletter』등 5종류의 웹진 발간(1만 9, 417명의 회원 대상, 153회)

•정기간행물『대외경제연구』발간(2회)

- PCRM 대량메일발송 시스템을 통한 고객별 맞춤형 정보 제공

•경제 현황 이슈페이퍼 발간

- 웹 메일 회원관리 및 미 유학생, 국내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웹진 배포처 발굴

- 『오늘의 세계경제』발간(42회),『지역경제 포커스』발간(55회)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 시리즈 발간(총 68종)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연
 구보고서 24종(대외비 포함), 연구자료 16종(대외비 포함), Working Paper 10종, KIEP-KOTRA 5종,
동북아연구 4종, 무역투자 3종, 지역연구 2종, Policy Analysis 1종, Conference Proceedings 1종, 해외
단행본 1종, 참고자료 1종 발간
•연구원 및『대외경제연구』연구윤리규정 제정(2008)
- 연구원 출판물을 표절한 외부출판물 판매중지 시행
•연구사업 홍보자료 발간

•“World’s Leading Think Tank”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물 제작
- 국·영문 홍보 PPT 제작 및 홍보동영상 제작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KIEP 20년사』발간 지원 및 회고동영상 제작
- 홈페이지 ‘홍보센터’ 메뉴 구성
•기획홍보체계 정립
- 홍보·보도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 단계부터 해당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홍보·보도 계획을 수립하
고, 원내외 행사 및 사업 추진 시 협조결재 라인을 통해 사전 협의 및 해외 홍보물 제작지원 가능
- KIEP-조선일보 연재칼럼(45회) 및 KIEP-중앙일보 연재칼럼(10회) 게재

-『KIEP 20년사』발간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고(9회)

-『2008 연차보고서』발간(연구보고서 요약집 포함)

- 2008년 연구원 관련기사 모음집 발간(관련기사 631건)

-『2008 Annual Report』발간(Research Summaries 포함)

- 주요 정책기획 홍보 수행: ‘GK 2009’ 및 ‘한-인도 CEPA’

-『발간물 목록집(2007~2009) 』국·영문 발간

- 홍보업무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출판자료 배포 및 판매·회원제 운영
- 정책담당자 및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에 발간 자료 제공 및 회원제 운영
- 국내외 유관기관과 발간자료 교환 추진
- 국내 시중서점 총판관리 및 온라인 판매체계 운영
- 연구성과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운용 및 의견수렴

38

KIEP 2009 연차보고서

KIEP 2009 연차보고서

39

Ⅱ
2009년
주요 연구

1

2009년 연구방향

> Sub-prime 위기에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 및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

2

기본연구과제

5대 연구주제 및 23개 기본과제 선정

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달러화의 수급불안과 달러화 기축시스템의 동
요, 오일 및 원자재가격의 급변동, 국제금융질서의 재편움직임 등과 같

기관의 설립목적, 정부의 정책적 수요,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의성이 높은 5대 연구주제

이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23개 기본과제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며,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초래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

5대 연구주제

을 제시

>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전망에 따라 WTO/
DDA 등 다자간무역협상, FTA 등 지역/자유무역협정, APEC 역내 경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방향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WTO/DDA 등 다자간무역협상, FTA 등
지역/자유무역협정, APEC 무역자유화,
각국의 기후변화 협상전략 등에 대한 심
층적 연구를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국제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금융시장 및 경
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서브프라임 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거시환경을 정확히
분석 · 예측하고 해외자본 유출입이 국
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국
의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 제시

한국의 세계경제 위
상변화에 따른
대외경제전략의
선제적 연구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방향

우리나라의 DAC 가입에 따른 ODA 정
책 개선방안 및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전
수방안 제시

한국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FDI/ODI
증진방안 연구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M&A형 FDI 등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직
경쟁력 비교
접투자 유치 방안과 한국 서비스산업의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해외진출전략 및 발전 방안 제시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서비스 발전방안

해외지역에 관한
심층적 연구수요에
대응한 연구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대한 연구
•중국의 유통서비스 현황과 활용방안 -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중국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연구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바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환경 아래서 한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과 FDI /ODI 증진방안 연구 등 다자 및 양자·지역차원에서 무역 및
통상, 투자환경의 구조 및 질서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장·단기 전략
적 정책대응 방향 및 중점 추진 정책을 제시

>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양자간 경제협력 현
안을 분석하고 증진방안을 연구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경제협력 환
경의 변화를 파악·분석함. 특히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진출전략 수립
연구에 주력하며, 전 세계의 FTA 여건 분석, 지역연구와 연계한 개발협
력 연구를 강화

>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국간의 경제통합의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동북아지역
개발을 위한 다자협력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010년 OECD/DAC 가입
에 대비해 원조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42

KIEP 2009 연차보고서

연구의 성과

세계통상환경 변화
에 대응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정
책 연구

협력 및 무역 자유화 등에 대한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2009년 주요 연구

관련 기본연구사업 과제

2009년 주요 연구

해외지역에 대한 심층적 연구수요가 높
아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대상국인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자원의 보고인
중남미를 위시한 신흥지역에 대한 심층
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접근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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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환경 변화에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대응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정책 연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2010년 또는 2011년 말 DDA 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DDA 타결이 세계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을 CGE 모형을 이용해 정태 및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DDA 협
상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예측하고, 협상 타결의 최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9년 주요 연구

2009년 주요 연구

>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역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GATT나 WTO의 무역자유화협상을 주도해본 경험이 없다. 비록 최근 세계 10~11
위권의 무역 강국이 되기는 했지만 무역자유화협상에서는 농업 및 일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 때문
에 늘 수세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국제통상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내용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는 DDA 타결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농업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다.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늘 수세적인 입장에 있다. 그러나 최
종 세부원칙 수정안에 따르면 민감, 특별품목의 활용 등 우리 농업이 필요로 하는 보호수준은 충분히 달
성할 수 있는 상태다. 물론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관건이겠으나, 이는 협상 자체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협상 타결방향을 예측해 보면, 향후 협상이 계속된다고 해도 최종 합의는 시장개
방 폭을 확대하기보다 현 수준의 시장개방 폭을 유지하면서 협상 참가국의 개별적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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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농업협상의 타결을 주

수행하는 것이며, 향후 WTO의 체제개혁에서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설령

도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크게 불리해질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농업보

우리가 제시한 타협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국제무

호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개도국 특별세이

역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위치를 확고히

프가드(SSM)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주장에 가깝게, 그리고 민감품목의 확대 및 결과 테스트에서는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제시하여 양 쪽을 적극 중재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충안은 대체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합의만으

2. 정책 과제

로는 부족하다. DDA 타결의 대원칙인 일괄타결방식을 고려하여 두 번째로 NAMA에서도 다음과 같은
1) DDA 타협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타협안을 만들어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NAMA 타협안 도출의 관건은 분야별 자유화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 여부다. 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비록 가까운 시기에 DDA가 타결될 가능성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협상분야의 선정이 중요하다.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화

높지 않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 의지만 마

학분야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등 개도국이 참여하는 대신 미국 등 선진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련된다면 DDA는 언제든지 타결될 정도로 의제

높지 않고, 개도국들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및 섬유·직물분야에서 미국, EU 등이 참여해 분

별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이해대립은 상당

야별 자유화에 대한 효과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유하는

히 좁혀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DDA 타결에

DDA 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통해 농업과 NAMA에서 선

따른 전반적인 혜택은 비록 당초 기대수준보다 높지 않지만 그나마 우리나라는 DDA 타결로 인해 상대

사전에 DDA 타결이 세계경제

진국과 개도국 간 대체적인 이익의 균형도 찾을 수 있다.

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보다 적극적으로 조속한 DDA 타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을
2009년 주요 연구

CGE 모형을 이용해 정태 및

서비스 분야의 타협안 도출의 핵심은 회원국 모두가 FTA
등을 통해 이미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시장에 대해 양허를

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안을 만들어
이를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주요 연구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한미 FTA를 통하여 WTO에

그러나 이러한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 관점에서만 보는 시각에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 양허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서 벗어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을 찾는 전 세계의 관점으로보는 시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국

우리나라의 대응 정책과제를

따라서 개도국들에는 이미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시장에

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시각을 가지고서는 글로벌 시대에 주도 국가로 부상하기가 어려우며, 공동의 이익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 수정 양허안 제출을 설득하는 한편 선진국들에게는

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주요 의제별로 타협점에 관한 심

큰 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없이도 현 수준의 합의만으로도

층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서비스 협상 타결에 따른 혜택의 상당 부분이 선진국에 귀속됨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혜택을 보다 가시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도국 무역개발

2) 분야별 자유화 및 농업협상의 주도

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목표에서 연도별로 총액을 구체화하는 한편 선진국별로 이를 할당하는 비율

분야별 자유화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급진전시킬 수 있는 관건이자, 동시에 우리나라로서도

을 설정하되, 이와 동시에 현행 97%로 되어 있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를 DDA 이행과 동시

그다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분야다. 오히려 전기·전자 분야별 자유화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

에 100%로 올리는 방안이 유효하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제공은 지난 번 홍콩 각료회의에

대할 수 있는 긍정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서 합의되었으나, 당시 미국 및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섬유 등의 수입확대를 우려해 100%에 반대했다.

러한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협상분야를 개발해 타협점을 제시한다면 NAMA

그러나 반대한 일부 선진국들도 이를 점차 확대하여 100%로 높이는 방향에는 동의하였다. 다만, DDA의

는 물론 DDA 전체에서 우리나라의 협상입지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는 분야는 농업

지연으로 인해 향후 DDA 실제 이행은 지금부터 2~3년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DDA 이행과 동시에 무

분야도 가능하다. 현 수준의 수정초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사실상 DDA 타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관세-무쿼터 100% 이행요구는 현 시점에서 선진국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농업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와 같은 방향에서 농업, NAMA, 서비스 및 무역과 개발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할 수 있는

이익의 균형이 되는 점을 찾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타협안을 제시하고, DDA 협상을 주도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견 통상국가로서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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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의 조기 실시
공감이 가는 타협점을 제시하여 농업과 NAMA 협상을 주도하는 것 외에 개도국 전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자발적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으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100% 적용하는 과감성이 요구
된다. 물론 일부 농업부문의 민감품목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최빈개도국에서의 수입 가능성은 동식물
검역 등으로 인해 높지 않고, 설령 수입이 된다고 해도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무관세-무
쿼터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
4) 서비스 분야의 개방예시를 통한 협상 주도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통해 WTO에 양허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미국과 합의
한 바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수정안 제출을 통해 서비스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진국
과 개도국 모두를 압박해 우리나라가 협상 타결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며, 동시에 국내 서비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스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된다.
5) DD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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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2010·2020년까지 역내 자유무역을 실현한다는 보고르(Borgo) 목표의 달성과 그 미비점을

앞서 언급한 바대로 DDA는 2010년 말에 타결되기가 쉽지 않으나 2011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

보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APEC이 추구하는 자유무역 확

결과 빠르면 2012년 말~2013년부터는 DDA 이행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DDA의 이행계획서를 만드는 준

대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무역창출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가 기대

비가 필요한 동시에 효율적 이행을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농업보조금 규제로 인해 그동안

되는데 1997년 이후 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산된 소지역 자유무역협정 역시 이로인한 후생감소 효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던 농업보조금을 WTO 규정에 맞추어 단순화·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과를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포진하고 있

불필요한 농업보조금을 축소하며, 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최소로 하는 허용대상 보조정책으로서 큰 틀의

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창설 논의가 2007년 이후부

변화도 요구된다. 수산업부문은 수산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FTAAP 의제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따라 수산부문 보조금도 WTO 규정에 따라 지급방식과 운용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수산

APEC 비전의 실천을 위한 중장기 차원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2010년과 2011년 일본과 미국이 각

업의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업종도 첨단기술과 수요자 중심의

각 APEC 의장국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FTAAP 구상이 전격적으로 진전될 것을 대비하여 본 연구는

고도 서비스 업종으로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FTA 정책기조와 합치하며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는 FTAAP 참여전략을 마련

2009년 주요 연구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정책 기여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FTAAP 추진을 위한 시나리오,
즉 통합방법, 대상 분야, 통합경로 등에 대한 입체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단순히 정태모형에 의한 거

•우리 정부의 DDA 타결 주도방안 제시

시 총량적 효과분석에 더하여 자본축적 모형 분석을 통한 동태적인 방법론을 추가로 고려하여 국별 및

•우리 정부의 DDA 협상 대응방안 제시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 연구진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선임연구위원

> 결론 및 시사점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이창수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10 /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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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무역자유화 기본 시나리오(시나리오 1)로, 전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
해 APEC 역내 21개 모든 회원국이 예외규정 없이, 그리고 민감부문 없이 농수산물 및 제조업 전반에 걸
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가정한다. 둘째, 시나리오 1에 더하여 21개 APEC 회원국 간 건설, 유통, 운송 및
통신, 사업 및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일반상품 분야 관세 10% 인하와 동일한 수준의 자유화가 실행될 경
우를 추가적으로 가정한다(시나리오 2). 셋째, 시나리오 2에 더하여 21개 APEC 회원국 간 통관절차, 표
준 및 적합,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 4개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전체 무역거래비용의 5% 감소를 초래하
는 개선이 있을 경우(시나리오 3-1), 또는 시나리오 2에 더하여 21개 APEC 회원국 간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 4개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50%의 개선이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시나리오
3-2)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APEC 21개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인 FTAAP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경로를 가정하
고 각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경로가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한다. 첫째, APEC 21개 회원국이 동시에 FTA를 추진함을 가정한다(경로 1). 둘째, 점진적으로 P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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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점진적인 진화과정 경로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

TPP가 형성되고 나머지 APEC 회원국이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FTAAP로 진화하는 경로를 가정한다(경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검증ㆍ제시하였다.

로 2). 셋째, 역내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확대ㆍ통합하는 경로로 ASEAN+3, NAFTA의 확대, ASEAN+6,

첫째, Plummer(2007)가 지적한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이 만족시켜야 할 기본요건, 즉 상품교역 자

ASEAN+6과 NAFTA의 통합 및 홍콩과 대만의 참여로 FTAAP을 추진하는 진화과정을 가정한다(경로 3).

유화의 포괄적 적용, 서비스 교역 자유화의 포괄적 적용,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 무역원활화 개선, 지적

마지막으로 이러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및 세 가지 가상 추진경로와 더불어 참여 APEC

재산권의 보장, 비차별적인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정, 투명한 반덤핑규제 및 분쟁해결 방안, 개방적이고

21개 회원국이 원산지 규정의 양자(bilateral), 유사(diagonal), 그리고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세 가지 형

비차별적 정부조달 정책, 경쟁보장 정책, 낮은 수준의 기술 표준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태의 누적방식에 합의할 경우를 가정한다(시나리오 4).

둘째, FTAAP의 국별·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반균형연산모형(CGE)을

APEC 21개 회원국은 경제발전 정도와 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FTAAP이

통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CGE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회원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시나리오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FTAAP의 가장 기본적

정합성과 계량적 추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앞에서 명시한 기본요건 중 이러한 정량분석이 가능한 조건

인 무역자유화가 될 관세철폐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이미 개방된 국

을 시나리오 구상에 반영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앞에서 논의되었듯

가는 관세철폐를 통한 이익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아직 개방이 덜 이루어진 베트

이 APEC이 FTAAP를 추진하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APEC의 기본 틀인 자발적 참여 및 개방적 지역주의라

남,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관세철폐를 통해 실질 GDP는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

는 큰 틀 내에서 역내 존재하는 소규모 자유무역협정들을 지원하고, 소규모 지역협력체 간의 통합을 유

효과를 분석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APEC 21개국이 관세를 철폐하는 효과를 분석하면 그 파급효

도하여 FTAAP 창설을 지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과는 배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최상의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APEC이 FTAAP 추진 시 실천 가능한

관세철폐의 단기적인 정태효과는 낮은 수준이지만,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적 효과는 결코 무

수단으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비용의 감소효과 분석을 통

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국제무역에서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규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한 무역자유화 제안과 APEC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무역원활화로 인한 무역비용의 감소효과 분석을

분야를 FTAAP의 무역자유화에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APEC 회원국

통한 무역원활화 제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 무

이 서비스 무역자유화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관세만이 철폐되는 시나

역자유화를 포함하는 정량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 지역협력체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원산지

리오 1의 경우 일본, 중국 및 미국의 실질 GDP는 0.14%, 0.27% 및 0.01% 증가하는 데 반해, 서비스 무역

규정의 조화 역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자유화가 포함된 시나리오 2의 경우 이들 국가의 실질 GDP는 0.21%, 0.34% 및 0.04%로 더 크게 증가하

앞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APEC 전 회원국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FTAAP의 경제적 효과를 추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무역장벽 관세 상당치의 10%만이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을 고려해 볼

정하기 위하여 우선 자유화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째, 관세철폐

때 이러한 실질 GDP 증가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FTAAP의 출범을 위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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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회원국의 서비스 무역자유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APEC 회원국이 누리게 될 혜

해 지역별·권역별 동반성장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미 APEC

택은 상당한 수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17개 회원국과의 FTA 협상 논의에 연계되어 있고 미국, EU 등과 최적의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

한편 21개 APEC 회원국 간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무역원활화

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AP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를 통해 무역거래비용이 감소하는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보면, 무역원활화를 통해 APEC 회원국의 실질

조기에 추진 결정되더라도 협정의 수준이나 기한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

GDP와 후생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축적을 고려하지 않은 정태분석의 결과만 보더라도,

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FTAAP와 같은 거대 경제공동체 창설이 수반하고 있는 근본적인 저해

베트남의 실질 GDP가 10% 이상 증가하고, 한국 및 중국의 실질 GDP는 2.47% 및 2.24% 증가하는 것으로

요인에 대한 획기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는 FTAAP 논의가 단기적 차원에서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나타났다. 또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적 효과를 보면, 베트남의 실질 GDP는 무려 33% 이상 증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하는 등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는 관세철폐의 파급효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본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한 통합경로의 경우 원산지규정의 누적을 통한 단

따라서 한국의 FTAAP 참여는 ‘TA 추진 로드맵’과 동일 궤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FTAAP 창설을 유도하는 다음과 같은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국의 FTA 전략과 합치하는 최적의 FTAAP 추진

순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으로 FTAAP의 긍정적인 후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그 추가적인 무역창출 및 무역이전 효과는 Fixed Effect(Random Effect) 회귀분석 시, 완전누적의 경우 각
각 극대화 및 극소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무역창출 효과는 10.4배(6.8배) 증가하고, 무역이전효과
는 0.3배(0.1배) 수준으로 감소한다. 한편 유사누적의 경우 무역창출 효과는 4.6배(2.5배) 증가하나 무역
이전 효과 역시 1.4배 (1.5배)로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완전누적 방식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

추진을 위한 입체적인 시나리오를

원국 또는 협상대상 분야에 적용하는 21-X 방식 and/or 품
목, 산업별 추진방식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신축적
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FTAAP 추진을 성사시키
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다양한 입장 조율과 함께 의미 있는

FTAAP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산업별 생산의 변화를 분

통한 동태적인 방법론을 고려하여

다수(critical mass)의 형성이 필수적인데, 현재 중국 등 동

석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물과 기계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

국별 및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은 FTAAP에 호의적이지만은 않

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화학 및 섬유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이 증
가하는 산업과 감소하는 산업이 존재하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산업의

추정하였다.

같은 다자적 협상보다는 단기에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FTAs 전략을 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함되고, 서비스 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등을 포함하여 무역자유화의 내용이 깊어질 경우 급속하고도

기적으로 FTAAP 논의를 역내 주요 국가들, 특히 일본ㆍ중국과의 FTA 추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개방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과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오며, 수입가격의 하락과 경제효율

셋째, 협상을 전제로 하는 FTAAP추진은 현실적으로 ‘자발적 참여와 비구속성’으로 대표되는 APEC의 지

성의 증가로 국내총생산과 후생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수산물, 기계 산업 등의 수

도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FTAAP가 APEC 주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PEC의 지도이념을

입 급증과 생산이 다소 감소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비록 현재 FTAAP 논의가 APEC에서 공론화되고

또한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무역장

있지만, APEC 주도로 2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FTAAP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벽 관세 상당치가 불과 10%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 무역

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역내 경제협력체를 모태로 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대한 한국의 입

자유화로 인해 국내외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중간재로 활용하는 제조업에는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됨으로써 제

본 연구는 FTAAP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역내에서 구성을 논의 중인 RTAs 가운데

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는 데 중요

TPP, ASEAN+3, ASEAN+6 결성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아래에서

한 역할을 하는 분야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한국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통한 한국경제의 도약

ASEAN+3, ASEAN+6이 결성될 경우 비참여국의 GDP와 경제후생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TPP의 결성으로 예상되는 비참여국에 대한 기회비용은 미미하거나 무시해

국, 인도,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포함한 총 21건의 FTAs/RTAs 협정 추진과 지속확대 전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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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동아시아 APEC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AP와

생산은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FTAAP는 대상 국가가 21개국으로 한국 주요 교역상대국이 대부분 포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현재 4건의 기 발효 FTA와 비준을 준비 중인 미

52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FTAAP

을 준비하되, 단기적으로는 Pathfinder Initiative를 참여회

구상하고, 자본축적 모형 분석을

로 추정된다.
2009년 주요 연구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도 될 수준이다. 더욱이 TPP가 서비스 자유화와 무역원활화를 포함할 경우 파생되는 효과는 비참여국에
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추정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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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총량적 경제효과에 더하여 태평양 동·서 양 지역을 포괄하는 8개국을 대상으로 확대 가능
성을 모색하고 있는 TPP가 FTAAP를 비롯한 APEC의 경제통합 협력구도에 미치는 주도면밀한 검토·분
석이 요망된다. 이를 근간으로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ASEAN+3, ASEAN+6 구상에 고품격 자유화를 지향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TPP 가입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의 산업별·추진경로별 FTA 로드맵 보완 전략이 요망된다.
CGE 모형상의 문제점이나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원산지 규정의 누적과 관련된 자료부족에 따른 실증
분석 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의 FTAAP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은 그 정량적인 분석에 무게중
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에 본 보고서는 APEC 역내에서 바람직한 FTAAP를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
석이라는 학문적 실험성은 만족시키고 있으나, 과연 현실적으로 FTAAP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보다 현
실적으로 요구되는 정치경제적 정성분석에 취약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행전략의 개발이라
는 향후 연구과제를 남겨둔다.

> 정책 기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정부의 APEC 지역경제통합 선도방안 제시
•우리 정부의 FTAs 추진전략과 합치하는 FTAAP 참여전략 발굴

FTA 체결에 있어 정부, 언론, 학계의 관심은 주로 개방의 폭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빨리 관세 철폐
혹은 인하가 이루어지는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방의 폭과 깊이가 FTA 체결 당사국들에 중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결된 FTA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도 체결 못지않게 중

2009년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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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 회원국과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양자간 FTA에 합의하였고, 지난 2007년 6월 1일 상품부문 FTA가 발효되었다. 태국을 제외한 9개국
과는 2007년 6월부터 국내 비준이 완료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발효에 들어갔으며, 태국의 경우도 2010
년 1월부터 한·ASEAN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 체결 FTA 상대국 중 ASEAN은 선진국인 EFTA, 싱가포르, 그리고 이미 많은 FTA 체결을 통
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칠레와 달리 한국과의 양자간 FTA 이행을 위한 준비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한국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한·ASEAN FTA가 실효성 있는 국가 간 조
약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
에서는 발효 2년이 지난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
들을 제시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 연구진
김상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박인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07 /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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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한·ASEAN FTA 특별정상회담에서 한·ASEAN FTA 투자협정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4년여
동안 지속된 한·ASEAN FTA 협상이 완결되었다. 이 협정은 2007년 6월 1일 한국과 국내 비준절차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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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ASEAN 4개 회원국 간에 우선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발효가 진행되어 현재 ASEAN 10
개 회원국과의 상품협정 발효를 완료하였다.
한·ASEAN FTA는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국·지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기
대되지만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지닌 ASEAN 회원
국의 경우, 일반 대중의 FTA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각국 정부의 FTA 이행을 위한 인프라가 미약해 실제로
FTA를 활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효율성을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발효 후 2년간 한·ASEAN FTA
수출입에서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보았다. 수입활용률의 경우 한·ASEAN FTA 발효가 1년차에서 2
년차로 넘어오면서 1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50%에 근접한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실용률’ 측정을 통한 한국 수출의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추정한 결과는 약 15% 내외로 상
대적으로 매우 낮은 활용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대ASEAN 수출에서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

2009년 주요 연구

한국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용률은 90% 이상을 기록한 한·칠레 FTA와 비교했을 때 매

한·ASEAN FTA가 실효성 있는 국가

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ASEAN이 근본적으

간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이

로 한국의 기존 FTA 상대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

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FTA 체결 및 이행의

기본방향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안으로 대내적으로는 FTA 활용을 위한 적절한 정보 및 동기를 제공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 2년이 지난

역사나 경험이 적은 ASEAN의 경우 국내적으로 FTA를 활용

고, 대외적으로는 이행위원회의 역량 강화나 ASEAN 현지 관세관 파견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FTA 활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

할 준비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

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

함에 따라 한국기업이 한·ASEAN FTA라는 기회를 효과적

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ASEAN 현

지 기업의 한·ASEAN FTA에 대한 인식부족이 한국 수출에서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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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FTA의 효율적인 운용은 FTA 체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아무리 많은 FTA가 체결되고 발
효되더라도 결국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면 어렵게 체결한 FTA의 의미를 잃게 된다. 한국의 FTA 추진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체결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이 이행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ASEAN FTA는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기업들이 한·ASEAN FTA에
대한 인식과 활용의지가 부족한 경우, 한국기업이 대ASEAN 수출에서 한·ASEAN FTA의 이점을 활용

> 정책 기여

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ASEAN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홍
보를 강화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한·ASEAN FTA 수출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

•한·ASEAN FTA 이행 현황 점검

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ASEAN 현지 수입기업 간의 접촉 과정에서 한·ASEAN FTA를 활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 제시

용한 한국상품 구매를 홍보하는, 즉 B to B(Business to Business)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한·ASEAN FTA의 자발적인 홍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연구진

따라서 이러한 수출기업에 한·ASEAN FTA에 대한 자발적인 홍보를 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팀장
조미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FTA
활용에 따른 가시적인 이득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정보 제공은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적 이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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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 결론 및 시사점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한 국내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부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효과적
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
조정 촉진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FTA에 대응한 산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고도
화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FTA에 따른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
업 및 신성장산업의 경우 산업체질 고도화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최근 역점을 두
고 있는 신성장 동력, 녹색 뉴딜, 녹색 R&D 등 새로운 경쟁력 강화정책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
부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둘째, 국내 산업정책이 WTO 등 국제규범 및 우리 경제의 산업발전 비전과 정합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비전의 청사진에 부합되도록 관련정책이 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련되어야 한다.
셋째, 구조조정 촉진정책은 FTA의 피해가 집중되는 일정기간(예: 3~5년) 동안 운영되어야 하며, 지원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에 따라 칠레, EFTA, 싱가포르에 이어 ASEAN과의 FTA를 체결
하였다. 지난 2006년에는 미국과의 FTA를 타결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EU 및 인도와 FTA 협상을 마무리
2009년 주요 연구

하였으며,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자원외교 측면에서 자
원부유국(러시아, GCC, 호주, 뉴질랜드)과의 FTA, 거대경제권(일본, 중국)과의 FTA 등 다양한 특징이 있
는 국가와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FTA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 FTA가 가져다줄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는 무엇보다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화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발효 이후 무역 추이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FTA 체결국

넷째, FTA 손익 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구운영 조항 신설 문
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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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수혜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
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해야 한다. 계속사업의 경우 사후관리 및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예산배정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복숭아 폐업지원과 같이 노동자 및 농민 지원대책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에는 무역조정지원제
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의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더불어 무역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특히 FTA를 국내 서비스분야 개방 기회로 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 이외에도 FTA에 의한 국내제도 선진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 부문은 개방에 따른 잠재적 이익이 상품부문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며,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금융서비스,

여타 부문에 비해 시장확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부담이 훨씬 용이하게 해소될 수 있기 때

지식재산권 등의 국내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FTA 지각생으로

문이다. 또한 서비스 자유화는 농업과 제조업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우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리 경제의 입장에서 서비스 부문이 자유화되면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활용

로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생산단계별 제품공정을 다양화 및 세분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노동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교

이에 따라 본 연구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FTA가 OECD 국가의 경제 및 산업구조 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FTA 피해 구제를 위한 국
내보완대책 등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택해야 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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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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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환경과 주거공간을 포함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FTA 이후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FTA의 원산지 관련 규정이 복잡하며 기업들의 FTA에 대
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FTA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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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FTA에 대해서는 FTA 활용률을 정기적으로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검토하고, FTA 이행과 활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
을 찾아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개방의 피해로 인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고 시장개방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한계기업의 회생보다는 퇴출 과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무역피해에 대한 하청기업 지원대책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무역조
정지원 대상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무역위원회 자원
을 보강하고, 농업 분야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사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으로 인한 산업의 피해는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단위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
으며, 단순한 고용안정화보다는 지역경제기반 확충과 주력산업 전환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회가 스스로 실천계획을 제출하는 프로젝트 지원방식을 활성화해야 하며, 해당지역 내의 산·관·학
이 협력하여 관련자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2009년 주요 연구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자원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국내의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이

199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이 급속
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하고 있는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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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돼 있을 경우 구조조정 과정은 제약을 받게 되며, FTA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및 투자가 꾸준히 증대되어왔다. 그러나 최

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더불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노동

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여파로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침체 및 무역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시장들의 수요감소

한편 FTA 체결과 관련한 경쟁정책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로 인해 국경에서 무역개방 효과가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방으로 인한 혜택
이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각 부문에서 경쟁원리
가 작동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점검 개선해야 할 것이다.

를 대체하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증대가 요구된다. 그 수단으로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FTA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 진전도 동아시아 FTA에 대한 기
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2009년 8월 15일 방콕에서 개최된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EAFTA Phase II
Study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FTA 추진을 위해 4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하

> 정책 기여

였다. 또한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후, 2009년 10월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한·중·일 통상

•신성장 동력 등 산업체질 고도화방안 제시

장관회의에서 제1차 한·중·일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0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

•지역 단위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방안 제시

기로 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 FTA 및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
▶ 연구진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03 /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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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동아시아 FTA의 나아갈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경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그러나 동아시아 FTA와 관련해 가장 가능성이 높거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데 그쳤던 기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존 연구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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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규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경우, 일·ASEAN 간

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에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기 체결된 한·ASEAN 협정 및 중 ·ASEAN 협정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 결론 및 시사점

상태였다. 그리고 무역투자 원활화 및 경제협력은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
국 ASEAN+1 FTAs가 체결되어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기반은 형성되었으나 그 기반이 아주 확고하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FTA의 조기실현을 위한 당면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FTA의 확산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를 극복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교역을 증
대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 FTA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미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사이에 3개의 ASEAN+1 FTAs가 체결된 상황에서 이 모형의 모색은

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함에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점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궁극적으로는 상품무역, 서비스 및 투자 면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과 포괄적 무역투
자 원활화 및 경제협력 조치가 포함된 최적의 동아시아 FTA를 추구해야 할 것이나, 동아시아 FTA의 조
기실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동아시아

기본적으로 기 체결된 이 ASEAN+1 FTAs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ASEAN+1 FTAs에

동아시아 FTA와 관련해 가장

서 어떻게 동아시아 FTA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ASEAN+1 FTAs에서 동아시아 FTA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과정이 요구된다. 제1단계에서

가능성이 높거나 가장 바람직한

는 우선 ASEAN+1 FTAs의 통합이 이루어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데 그쳤던

ASEAN+1 FTAs가 체결된 현 단계에서 이들을 통합해

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3개

기존 연구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

‘ASEAN+3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동아시아 FTA가 3

의 ASEAN+1 FTAs가 1개의 FTA로 된 상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개의 ASEAN+1 FTAs에 비해 추가적으로 역내교역을 증진

를 ‘ASEAN+3 FTA’라 부르고 있다. 이 3개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시키는 등 더 유리하다는 것을 ASEAN 국가들이 인식할 수

ASEAN+1 FTAs의 통합과정에 ASEAN 국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있어야 하고, ② ASEAN 국가들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들뿐 아니라 한·중·일 3국도 참여하기 때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SEAN+1 FTAs를 ‘ASEAN+3 FTA’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

2009년 주요 연구

진적인 방식을 택하자는 것이다.

문에 ‘ASEAN+3 FTA’는 ASEAN+3 차원의

며, ③ FTA에 대한 경험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동아시아

FTA라고 할 수 있으나, 한·중·일 3국 간

후발개도국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ASEAN+3 FTA’가 앞서 설

FTA가 없는 상태에서 이는 ASEAN의 입장

정된 당면과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에서만 성립되는 개념상 FTA인 것이다.
또한 제1단계에서 이러한 ‘ASEAN+3 FTA’

친화적인 ‘ASEAN+3 FTA’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ASEAN+1 FTAs의 통합을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원산지 규정

일 3국이 한·중·일 FTA나 일련의 양자간 FTAs(한·중 FTA, 한·일 FTA 및 중·일 FTA)를 체결하거나,

의 단일화만으로도 ASEAN 국가들은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역내교역 증대와 생산네트워크의 활성화

혹은 개념상 ‘한·중·일 FTA’에 합의해야 한다. 여기서 개념상 한·중·일 FTA는 별도의 한·중·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제2단계에서 이들 ‘ASEAN+3 FTA’와 한·중·일 3국 간 합의된 FTA 간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FTA가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당면과제인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편익을 가져올 동아시아 FTA
의 모형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ASEAN+1 FTAs를 토대로 실현 가능하며 바람직한 ‘ASEAN+3 FTA’를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 체결된 ASEAN+1 FTAs를 부문별로 검토해본 결과, 상품무역협정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관세양허방식이 비슷한 데 비해 일본은 달랐고, 원산지 규정도 일반규정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품목별

KIEP 2009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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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보고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으로 추가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발개도국에

에 대한 합의 외에도 어떠한 형태든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기 위해 3자 간 합의한 FTA를 의미한다.

62

FTA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추후 개선시킨다는 점

둘째, 단일화된 원산지 규정에 기초해 ASEAN+1 FTAs 간 상품무역협정의 조화를 추진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상품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배제한 채 기
존의 개방수준에서 ASEAN+1 FTAs 간 양허안의 조화를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 협정별 차
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상품무역협정과 달리,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협정은 일부 협정이 체결되지 못하였거나 체결된 경
우에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 협
정들의 보완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넷째, 후발개도국도 동아시아 FTA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이로부터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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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동아시아 FTA에서는 다양한 부문의 원활화 조치 대신 동아시아 FTA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원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 관련 이슈와 같이 동아시아 FTA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국한시켜야 한다. 그
리고 원활화 조치가 재원부족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해온 경험에 비추어, 본 보고서는 이 특화된 원활화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들과 연계된 경제협력 조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연계된 경
제협력 조치의 지원을 받는 특화된 원활화 조치는 후발개도국이 동아시아 FTA의 활용도를 크게 제고시
킴으로써, 동아시아 내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지닌 ‘ASEAN+3 FTA’의 달성이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서는 이와 함께
한·중·일 3국간 어떠한 형태로든 FTA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중·일 3국간 FTA는 앞서 언급한 바대
로 ① 한·중·일 FTA, ② 3국 내 양자간 FTAs 및 ③ 동아시아 FTA 추진과정에서 합의되는 개념상 FTA
등의 형태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ASEAN+1 FTA가 이미 체결된 가운데 모색되어야 할 ‘ASEAN+3 FTA’에
비해,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제 추진된 것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다.
‘ASEAN+3 FTA’와 한·중·일 FTA의 형성과정은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중·일 FTA
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ASEAN+3 FTA’ 추진도 활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중·일 FTA가 활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히 추진될 경우 이는 ‘ASEAN+3 FTA’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 아
직까지 뒤처져 있는 한·중·일 FTA의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주요 연구

이 보고서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상 전략의

‘ASEAN+3 FTA’와 한·중·일 FTA 중 후자의 추진상황이 뒤처져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후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상의 감

의 추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결국 동아시아 FTA 형성의 양대 요소인 이들은 결

축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감축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1990년 배출량 이하 수준으로 감축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미국 등

아울러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중국과
일본 간 중간자적 역할에 만족하지 말고 이 FTA들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촉매(facilitator) 역할을 자임

2009년 주요 연구

대부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어 이 국가들은 국내 감축대책 마
련과 실시에 부심하고 있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차원의 FTA 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한·중·일 FTA에 주력하

선진 각국의 국내 감축대책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도 매우 빠르게 전개

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ASEAN+3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하

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발리회의)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핵심쟁점이 무엇인

에 ‘ASEAN+3 FTA’ 형성을 위해 향후 전개될 실무작업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ASEAN+6 차원의 FTA에

지,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 일정(발리 로드맵)이 합의되었다. 발리 로드맵에 의하면 국

대해서는 차분히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조만간 출범할 동아시아 FTA 관련 원산지

제사회는 2009년 말까지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하

규정 단일화 및 관세분류체계 조화 실무작업반 참여 시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FTA를 동시에 염두

에서 국제사회는 현재 감축, 적응, 기술, 자금, 장기적인 비전 등 5가지 핵심쟁점을 놓고 열띤 협상을 전

에 둠으로써, 이 FTA들의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행정적 노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여건에서 나름대로의 국제적 기여를 요구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수준이 이

> 정책 기여

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15위 이내에 들고 있으며 감축을 위한 경제적 및
기술적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에 상응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 FTA 관련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

▶ 연구진

하는 정도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너무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한다면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받으면서도 국내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협상과정에서 관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12 /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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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현재 국제사회에
서 전개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
련된 제반 동향을 자세하게 정
리하고, 우리나라 기후변화 협
상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반 동향을

극적인 국가 중 하나다. 1인당 배출량 수렴론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인도의 경제성장을 중시한다는 것이 인도 정부

자세하게 정리하고,

의 기본적 입장이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개도국 중 상대적

우리나라

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국가다. 특히 멕시코는 지난 제

기후변화 협상전략의

14차 당사국 총회에서 2050년까지 2002년 대비 50%를 감축

기본방향을 제시

한다는 장기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도국 간

자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있다. 인도는 개도국들 중에서 기후변화문제에 대단히 소

에는 국가별로 기후변화 대응방향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
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대

본서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
를 둘러싼 국제협상의 최근 동향을 정리하였다. 가장 중요한 국제협상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개최된 제13차 및 제14차 당사국 총회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였

5장에서는 기후변화협상의 쟁점별로 각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3장과 4장에서 각국의 국내정책과 협

다.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발리행동계획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관한 핵심쟁

상전략을 정리한 반면 5장에서는 쟁점별로 각국의 입장을 비교하였다. 주요 쟁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점이 정리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핵심쟁점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14차 당사국 총회에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비전과 감축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장에서 특히 주목

서는 논점정리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일련의 성과가 있었으나 협상의 획기적인 진전은 보지 못하였다.

해야 할 대목은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다. 감축행동의 법률적 성격, 범위, 측정ㆍU보

2장에서는 이러한 최근 당사국 총회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을 중심
2009년 주요 연구

책 및 협상전략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으로 한 국제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로서 미국 주도의 에너지안전보장과 기후변화에 관한

고ㆍU검증 시스템의 특성, 감축행동의 등록제도 등이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들 쟁
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주요 연구

주요경제국회의(MEM)가 있다. 이 회의는 부시 전 행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것인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상 전략의 기본방향으

를 계승하여 주요경제국포럼을 개최하였다. 주요경제국회의는 16개의 주요 배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로서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기여방안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로서 기후변화협상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하는 주요경제국포럼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국

지 기대되고 있다. G8(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문제가 핵심의제 중 하나인데, 최근에 개최된 G8 정

제적 기여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회의의 논의 내용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미국, EU, 일본, 러시아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을 소개하였다. 각 국가별로 국내대책

> 정책 기여

과 협상전략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2007년 이후부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기 시작하였고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협상전략은 아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또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내대책 및 협상전략

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국제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

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협상전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략 수립과 국제협력의 방향을 결정하

20%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가장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이다. 일본은 개도국의 광범위한 감축 참여

는 데 기여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6월에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를 감축한다는 중기목표를 제시하기도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하였다. 러시아는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기후변화문제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4장에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을 소개하였다. 중국은 대외협상에
서 선진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안전보장을 강

▶ 연구진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01 / 390쪽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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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에 대한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은 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휩싸
이게 되었다.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세
계경기가 동반 침체되는 위기상황을 몰고 왔다. 이번 금융위기는 미시적으로는 증권화 구조의 취약성,

2009년 주요 연구

2009년 주요 연구

과잉 레버리지, 신용평가기관의 부적절한 평가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취약한 데서 비롯
된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미 연방준비은행(FRB)의 통화정책 실패와 글로벌 불균형이 위기촉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는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의 위기가 다른 위기
들과 차별되는 큰 특징은 위기대응과정에서 국제금융질서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극복
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인식 아래
G-20 체제와 같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하는 새로운 국제공조체제가 부상하였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갖게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피동적 수용자’ 가 아닌 ‘주도적 참여자’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과 금융위기 확산 및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그
영향이 어떻게 국제금융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G-20과 같은 새로운 국제금
융체제의 부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최근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과 배경을 짚어보고, 위기의 확산과 파급 영향을 실증분석
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국제공조와 국제금융기구들의 개혁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방향과 금융·외환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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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안도 제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시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본서에서는 미국 금융위기의 발
생원인을 정리하고, 금융위기가 실
물경제 침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였으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국제적인 전파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국가별 대응전략을 주
요 선진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금융위기의 전파과정
을 검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입장과 국제적인 공조노력
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가적, 초국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에서는 새로운 국제경제 지배구조로 부상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체제가 갖는 의의와 앞으로 풀어나가
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다.
2009년 주요 연구

우리나라는 수출의존형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여러 해외부문의 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의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외환시장을 통한 실물경제의 교란이

수출의존도로 인해 수출대상국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편, 석유 등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높아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선진국 시장과 구분되며, 이에 따른 대응정책 설정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불

서 해외원자재 가격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금융

가피하다. 주요 정책방향으로서 먼저 국제적으로는 국제금융감독 강화와 국제통화제도 개편이 가장 중

시장에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부문도 해외의 영향에 더욱 많이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

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은행의 거시 금융감독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충격의 종류와 원인을 살펴보고, 그 대처방안으로서 거시

기능을 강화하며 미시적인 금융감독 기능도 보다 집중시키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차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9년 주요 연구

원에서는 역내 통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역내 양자간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
이 이니셔티브(CMI)에서 다자간 CMIM(CMI Multilateralization)으로 발전한 것은 역내 통화협력의 큰 진

> 결론 및 시사점

전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내 금융감독(surveillance) 체제 구축과 역내 통
화협력 관련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해외충격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확연히 변한 세계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연구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 정책 기여

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세 가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성적, 실증적, 이론적 접근을 망라

•국제금융질서 재편과정에 대응하는 국내 정책 개선방향 제안

하고 있다. 먼저 미국과의 경기 동조화와 탈동조화에 대한 논의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실증분석에서는

•국제적인 공조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제안

벡터자기상관모형(VAR)을 이용하여 해외충격을 미국 ICT 버블 충격,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 중국의 급속
▶ 연구진

한 성장 충격, 원자재 충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

오용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로는 한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으로 이루어진 5개국 개방경제모형을 통해 현재의 금융위기 양상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을 살펴보고, 거시경제정책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박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16 /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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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 경기침체의 파급효과가 줄어드는 탈동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마지막으로 DSGE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외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해외충격

도 하였으나, 이번 금융위기 시 세계경제가 동반 경기침체에 빠지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간 상호

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가능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현재 진

연계성은 아직도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세

행 중인 한국의 경기침체를 미국의 경기침체 충격과 국가위험 프리미엄 충격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설명

계경제에서 무역과 자본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의

하고 있으며, 국가별 충격규모의 상대적인 크기와 회복과정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형의 예측

영향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졌고, 해외충격에 대한 각국

으로는 미국경제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 크지만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규모의 경기침

경제의 반응도도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미국의

체 충격이 있을 경우 미국보다는 중국으로부터의 충격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충격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충격의 종류와 원인을

경우 2000년대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낮아짐에

인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정정책들은 대체로 조세정책보다는 정부지출 증가정책이 더

살펴보고, 그 대처방안으로서

따라 비동조화 논란이 있었으나, 주변 아시아 국가를 통

효과가 크며, 특히 정부의 이전지출이나 정부소비보다는 정부투자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거시경제정책의

한 우회교역을 고려해볼 경우 실물부문 동조화는 아직

국이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할 경우 원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감소가 예상되므로, 정책 시행시점에서

효과를 분석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금융부문에서는 IT

주의를 요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발달 등의 이유로 미국 자본의 국내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주가지수 변동도 비슷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 정책 기여

한국과 미국의 동조화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VAR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해외충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의 데이터에서는 원자재 충격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충격의 종류와 영향 분석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번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사태 충격이었다. 중국 충격은 다른 충격과 비교
2009년 주요 연구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ICT 버블 충격은 성장률, 물가, 무역수지

2009년 주요 연구

등의 변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가지수에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
재와 서브프라임 충격 등 세계 공통 충격의 영향으로 인해 해외충격의 영향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00
년대 후반에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
이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송원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14 /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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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일반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은 결국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채권가격이나 수요의 변동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은 여타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으므로 관련된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의 변화가 현ㆍ선물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하고 거래량, 수익성, 변동성 등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본이 우리나라 채권시장과 파생시장, 특히 선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채권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들어 급속히 개방이 이루어졌다. 채권
시장의 개방은 국내외 금리 격차와 국내 채권수요기반 등을 고려하느라 주식시장에 비해 개방이 늦추어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긴 했으나 역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7년 12월에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전면적 개방 이후
해외자본의 점유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주식시장과는 달리 채권시장은 2008년 말까지도 4.3%에 불과한

2009년 주요 연구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점차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채권시장에 유입된 자본도 대부분 국채와 통안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되어

유입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증가

있다. 국공채시장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서 회사채 등 민간채권시장에 비해서

하고 있다.

는 더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자유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자본자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채권시장의 거래단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참여자의

화의 긍정적 효과로는 크게 두 가지 면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자본자유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본이동이

수도 주식시장에 비해 적어서 유동화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사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와 조달비용 하락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며, 둘

채의 경우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회사채시장의 외국인투자는 한층 더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째,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심화 및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채권시장에 대한 해외자금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보여준다. 첫째, 해외자본의 채권시장 유입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에 대한 우려는 외국자본의 행태나 국제적인

은 우리나라 달러화 자금의 중요한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의 우리나라 채권시장 참여는 2007

요인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국내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

년의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확대되었으며 2009년 들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채

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증폭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금융위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권투자 동기는 달러 자금 조달력에 근거하여 금리재정거래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인의 채권순매수는 주로 통안채에 집중되고 있으며 만기가 짧은 채권을 통해서 무위험수익을 추구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VAR 분석도 통안채 금리 변동이 외국인의 통안채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급속한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금융시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
지만 개방이 가져온 충격을 잘 관리하여 경제에 이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

로 나타나고 있어서 해외자본의 채권시장 유입이 주로 달러화 자금조달과 연관이 깊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한 이유로 연구진은 1차 연구에서는 주식시장을 통해 유입된 해외자본이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둘째,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가 국내 채권가격을 변동시킨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자본이

미친 영향들을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의 2차 연구에 해당되는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탓에 직접적으로 채권가격의 변동성을 증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은 채권시장과 파생시장이다. 채권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가 집중되는 국채시장

그러나 2008년의 경우 해외채권들의 만기시점에 항상 한국의 금융시장 전반이 높은 변동성을 보인 것은

과 통안증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파생시장은 KOSPI 200 지수선물시장, 달러선물시장, 그리고 국

해외채권이 달러화 자금 유출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채선물시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시장들이 파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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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중은 언제라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채권시장에서 금리재정거래 가능성이 지속될

상승하여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가들이 헤지를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현물 포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투자의 증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는

지션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은 순전한 손실자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항구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채권시장이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자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채권시장 그 자체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력보

래량만이 주가지수선물 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기관과 개인투자자

다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에 채권시장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

들의 순매수는 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가지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전반

라서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의 안정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게

적으로 주가지수선물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2008년의 경우와 같이 외환부족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중요한 위기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의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

요소로 작용할 때에는 채권시장의 안정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채권시장의 안정

국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이 전문적인 투자가인 데 반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보의 획득이나 활용 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가들은 주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거래규모의 다양화, 만기규모의 다양화, 거래참여자의 다양화 등을

지수 선물에 참여하는 목적 면에서 외국투자가들과 다른 측면이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에 대한 유

통하여 불안정성을 줄이는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채권시장의 거래비용

연성이 떨어지는 점이 가격의 선도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가들과 경

과 규모의 변화에 연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도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투자자는 결국 국내 기관투자자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 시기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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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연성 제고와 정보의 획득 및 관리능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가 금융시장에서 헤지의 필요성을 사상했기 때문이다. 일부 헤지의 필요성

국채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이 제기된 환변동에 대해서만 선물환거래가 허용된 것이 전부인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1990년

첫째, 분석기간에 걸쳐 국채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수익률 간에는 선도ㆍ지연의 상관관계는 존재하

대 중반 금리 관련 파생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난 후에 외국환거래법의 실수요원칙 폐지 등을 계기

지 않으나, 국채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증가는 국채 현ㆍ선물시장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로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일부 선물시장은 규모 면에서 다른 국가들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파생상품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SPI 200을 중심으로 주가지수선물시장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달러선물시장과 채
권선물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외국인에 의한 주가지수선물 매
수ㆍ매도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의 총거래량 증가는 그것이 예상된 총거래량이든 예상되지 못한 총거래량이든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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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증가는 국채현물수익률에만 유의적인 Granger 인과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채선물시장이 국채현물시장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반대
로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국채현물시장과 국채선물시장의 수익률시계열의 조건부 분산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변수의 충격이 분산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은 국채선물시장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는 지수선물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채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가 현물시장이나 선물시장 수익률에 유의

키고 외국인의 매도는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외국인선물투자는 선물시장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주가지수선물 매수는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변동성도 증가시킴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국채시장에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최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의 매수ㆍ매도에 의한 지수선물시장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이 기관, 개

근 들어 이들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국채시장 투자가 아직은 투자 환경

인보다 더 크게 나타나 외국인이 정보거래자로서 주가지수선물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시장여건이 이들의 투자를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비중 및 시장지배력의 증가로 향후에는 달라질 가능성

둘째, 예상하지 못한 외국인 매수가 선물수익률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매도는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

이 존재한다. 특히 미결제 약정 보유와 응집력 있는 거래로 시장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는 점들은 향후 적

이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 매도가 수익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극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구나 국공채시장은 외환시장에

더욱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외국투자자들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에 대하여 주의 깊은 안정화 대책이 사전적으로 강구되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개인은 선물을 매수할 경우 선물가격이 하락하고 선물을 매도할 경우 선물가격이

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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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채권시장과 선물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해외자본의 영향력은 증대하고 있다.
특징을 보면 해외자본은 유동화가 용이하고 정보수집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일부 시장에서는 시장을 주
도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시장에서는 적응적 시장참여자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이나 G20 참여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세계화 정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채권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해외자본의 영향력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책 기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해외자본의 채권 및 파생상품시장 영향력 확대에 따른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금융시장의 외국인투자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자본수지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자본시장 개방을 시작한 후 외환위기 이후에는 해외자본 유입에 관한 제한들
을 사실상 모두 폐지하였다. 이후 소국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의하여 많
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금융시장은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한 변동성 증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장 많이 확대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한
다.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근 동향들을 먼저 정리하여 제시한다. 둘째는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어떤 관련성을 보이며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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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는 포트폴리오 시장에 대한 해외자본 유입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주가변동성 등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다음은 실증분석을 시행하여 검증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총괄하여 정책방향
을 제시한다.

> 결론 및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포트폴리오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규제가 해제되면서 해외자본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한때 외국인투자자금은 한국 주식시장의 총액 중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포트폴리오투자는 2002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활동이 급격히 증
가하였고 2004년까지는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005년 이후에는 오히려 투자자금의 유출이 유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안전자산선호현상을 불러와 더 급격한 자본의 순유출을 초래하였고 시장의 변
▶ 연구진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허 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오승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15 /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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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에 의하면 자본시장 자유화에 의한 자본시장 통합이 자본비용을 하락시키지만 하락폭은 매
우 작아서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주식투자가 우리나라 주가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투자자의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와는 관계없이 외국인 주식 순매수 혹은 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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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지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

향이 시장움직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실증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외국인투자

나는 시점에서 주식시장의 변동

의 영향은 시장의 전체적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의해 그 효과나 정도가 달라지는 측면을 보이고 있

성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주식시

다. 이는 다양한 연구의 결과가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2007년 하반기부

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

터는 글로벌 금융환경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

차익 목적의 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자본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한 변동성

의 질적인 측면이 주식시장의 변

증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동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의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장 많이

미한다.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이 높아져서 환율 급변동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포트폴리오 투
자자금은 순유입액에 비해 과도한 유출입 총액이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2004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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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시장은

확대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

방적인 자본유출을 지속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
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이
일관되게 설명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
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는 투자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단기적 투자자
금보다 중장기적인 투자 유치가 증가해야 시장의 안정에

우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순유입액은 94.2억 달러에 불과하나 유출입 총액은 2,229.2억 달러에 달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국내에 투자된 자본이

다. 과도한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의해 유발되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기 위하

단기투자자금이 우위를 차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 시장환경이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

여 적극적인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 투자성향을 가지는 연기금의 증시 참여를 위

다. 기업여건의 안정과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단기투자자금보다는 중장기투자가

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펀더멘털의 중요성은 외국투자자금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다시 한

본 연구는 주식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포지션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번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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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KOSPI 수익률의 변동성과 환율변화율

둘째,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저변 확대 및 안정자 역할의 필요성이다.

의 변동성은 확연하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분석대상기

셋째, 주식시장의 안정은 환율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

간 전체를 통해 환율의 1% 상승은 주가지수 수익률을 0.6952%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

식시장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환율도 하락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식시

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패턴은 시기별로 변화를 보여왔다. 외환위기 이후 진척된 시
장개방이 내외국인의 차별을 제거한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국내시장의 주가지수를 선도했다. 그

넷째, 중장기적인 변화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나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없는 시장은 없다. 따라서 비록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러나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물량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내 주식시장도 정체되기 시작했고
외국인투자도 약화되었다. 2005년 들어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면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저변

> 정책 기여

과 투자능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패턴은 오랜 순매수기조에서 순매도기조로 전환되었다.
외국인투자의 방향은 주가지수 수준과도 연관성을 보였다.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이후 2004년까지는
주가지수가 1,000을 넘지 못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수를 견인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지수
가 1,50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일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증가하므로 지수에 따라 매도세가 결정되는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을 분석하여 외환시장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해외자본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외국인투자자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대체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순응적 매매행태를 보였다.
▶ 연구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주가지수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수의 변동성에도 높은 영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국인 자본의 규모가 전체 시장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이며 둘째,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의 투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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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17 /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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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태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은 많이 있었으나 정보와 통계의 한계에 의해 종합성이 떨어지고 행위 주체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간 상호 연계성이 깊지 못했다. 본 장에서는 대외경제 제약요인들이 제거될 때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한 보고서들을 정리·소개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정부의 상생·공영 및 비핵개방3000의 실
천가능성을 높이고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 행동을 유인하며 △국제사회의 실천적 지
원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무역과 투자, 해외진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등 대외경제 협력현황 전 부분을 포
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무역량 증가는 적자규모 증대 및 대중의존도 심화라는 부정적 특징을 수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무
역수출품 구조도 농수산물, 광물 등 전형적인 후진국 상품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
인 투자유치 총액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정확히 집계되기 어려우나, 주요 투자국은 중국, 러시아, EU이
고, 투자분야는 자원개발, 제조업, 서비스·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해외진
출은 외화확보 및 국가운영에 필요한 기초물품 공급을 위해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에 건설, 봉제, 요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무역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지원은 북핵문제 및 이로 인한 북한과 국제
사회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북핵 실험 이후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1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
심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실
2009년 주요 연구

다양한 대북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외국인유치를 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
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비효율이 겹쳐서 일어나는 필연적 결과이다. 북한

제3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이 분석되었는바, 분석은 크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포기를 포함한 평화적 대외정책과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이

인으로 구분되었다. 대내적 제약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정책과 제도, 생산능력, 행정체계상에서 나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규모 대북 국제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개혁·개방을 통

타나는 제약요인들을 주로 분석하였다. 대외적 요인 분석에서는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과 다

한 내부효율화와 맞물리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이 분석되었다. 정책적 제약요인에서 지적된 사항은 북한의 자립적 민

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협력활성화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들을 찾아내고 이 제약요인들을 제거하기 위

족경제건설 노선 및 중공업·군사안보 우선정책의 한계 등이 논의되었고, 제도적 제약요인에는 북한의

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포기와 개방을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북

무역·외국인투자 법제 및 제도가 갖는 한계 등이 분석되었다. 생산능력 제약요인에서는 북한의 취약한

한의 정상국가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도 제안하고 있다.

산업생산 능력이 어떻게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대외경제협력을 제약하는지 살펴보았다. 행정체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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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서는 북한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내포한 한계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외적 제약요인으로 구

> 결론 및 시사점

분되는 양자간 경제제재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부과한 대북경제제재 종류·내용 및 그 효과가 분석되었
고, 다자간 경제제재에서는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경제제재 종류·내용·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선행연구,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기대효과 등이 서술되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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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및 그 파급효과가 정리, 분석되었다.

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

제4장에서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과거 대외경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개혁·개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북한을 평화적이고

제 제약요인 극복사례가 소개되었다. 중국은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 개선 및 대외환경 개선을 중심으

개혁·개방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은 북한당국의 과제인 동시에 한국과 국제사회의 중요한 지원과제이

로 대외경제 제약요인을 제거해나가기 시작했으며, 이후 무역자유화, 외환관리제도 개혁, 경제특구 설

기도 하다. 북한의 개방을 파행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실태

치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활성화, 수출산업 육성 등 보다 구체적인 제도변화를 추진함으로써 대외경제

와 구조를 분석하여 제약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

제약요인들을 제거해갔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노선을 채택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대

시함과 동시에 이 분야에서 과거 이루어 온 연구결과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다. 과거 북한의 대외경

외경제 환경을 개선하면서 대외경제 제약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해갔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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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역자유화, 외환관리 및 환율제도 개혁,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가공구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일

활성화 의미와 선행조건, 합리적 경로, 기본목표 및 추진수단,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련의 변화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의 경우 중국, 베트남

정책제언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의 의미 및 선행조건과 관련하여, 북한은 다른 국가들

과는 달리 급격한 체제전환 및 경제활동의 자유화 조치 등 경제개혁을 통해 대외경제 제약요인을 극복해

과 정상적인 경제협력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로 정의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편

나갔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체제 전환과 함께 무역자유화 및 외자유치·환율조정정책 등의 조치

입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개혁개방,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등이 필요하다. 북

를 취하며 대외경제 제약요인들을 제거해갔다.

한의 대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 경로는 양자간 경제협력 및 다자간 경제협력의 강화방법과 연
계되어 제시된다.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가 추구하는 핵심목표는 경제난 해소 및 선진경제구조 확립,
한국 및 주변국들의 경제성장에 기여, 개방화 유도 등이며, 이를 위한 지원수단은 크게 남북경협 활성화,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개선, 국제 공적자원 수원 등으로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
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남북 경제협력수단의 적극적 활용, 양자간 통상체계 구축지원, 한국의 통
상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통상전문가 양성체계 구축지원, 대북지원 특별신탁기금 설립지원, 북한의 대
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 정책 기여
•북한경제 개방화의 당위성과 실천방안들을 제시
•우리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정책 실현을 위한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화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
천방안들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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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21 / 198쪽

제5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이 제시되었다. 제거방안은 앞의 제약요인 분석틀에 맞
추어 대내요인 제거방안과 대외요인 제거방안으로 구분되었으며, 대내요인 제거방안은 정책적 제거방
안, 제도적 제거방안, 생산능력 제거방안, 행정체계 제거방안으로 세분화되었고, 대외요인 제거방안은
양자간 경제체제 제거방안과 다자적 제약요인 제거방안으로 구분되었다. 정책적 제약요인 제거방안으
로는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의 수정 및 폐지,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 군사안보 우선에서 인
민경제 발전노선으로의 전환, 국제적 신뢰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제도적 제
약요인 제거방안에는 무역자유화, 안정적 외환시장의 구축, 대외경제 법제정비 및 개선, 경제특구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제거방안에는 전력 및 에너지부족 문제해결, 산업관련 인프라 확
충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행정체계 제약요인 제거방안은 당의 행정대행 현상타파 및 대외경제부문의
분권화, 무역지원체제 확립 방안 등이 기술되었다. 한편, 양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으로는 북

▶ 연구진

미관계 개선 및 북일관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고, 다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에는 유엔 및 국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제사회 대북제제해제 추진 및 국제금융기구 가입 추진 방안이 제시되었다.

김지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제6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크게 북한의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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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다고 본다.
한편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수출시장의 위축이 지속된다면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된다고 가정하면 미달러화의 가치하락은 불
가피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회복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이 다시 증가하면, 이는 원화가치 상
승을 통하여 경상수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성장동력의 유지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수요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시장과 내수시장 간의 균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개인저축률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높은 국민 저축률은 기업 및 정부저축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소비와 정부지출보다는 투자의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과정에서 중국의 교역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확실시되고 있
는 만큼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통상협력강화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요구된다. 특히 개도국과 신흥시장으로 다변화된 경제
교류를 통하여 시장축소 위험의 최소화 및 시장확대 기회

해외연계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 극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이나 인도

발생하는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와 같은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

을 고려하면 외부시장을 통한 성장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가 있다. 또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를 확대 실

자본의 국내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한국경제는 금융부문에서 매우 높은 개방도를 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아직도 국내 인구 규모나 소득수준
2009년 주요 연구

국내경제의 해외의존도 또는

지하고 있다. 경제의 대외개방은 경제성장의 촉진, 금융시장의 발전 등의 편익을 가져오지만, 대외부문
이 한국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내부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한국 경제의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

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금융통화협력을 강화
해 나가야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키라는 미국의 요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경

구에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제가 침체에 빠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적정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환율조정과 적정 외환보유고의 비축 문제뿐 아니라, 역내지역통화단위의 창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경제의 해외의존도 또는 해외연계성

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안정적인 성
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2009년 주요 연구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는 세계경제에 보다 긴밀하게 편입되는 가운
데 지역적으로도 아시아 각국간 상호연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동조화(decoupling)와
재동조화(recoupling)’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쇠퇴하였다고는

> 결론 및 시사점

하지만 한국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아시아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말이 유행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이 활발한 역내무역 및 자본이동으로 인해 하나의 경제권

86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일본보다는 높지만, 중국과는 비슷하며 싱가포르,

으로 통합되었고 그 결과 미국 등 선진경제권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인 아시아 고유의 경기순환이 형성되

홍콩 및 대만보다는 훨씬 낮다. 또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과 아시아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가 동시

EU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및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무

에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글로벌 차원의 거시경제정책 공조가 이루어졌다는

역의존도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

사실은 아시아 경제의 재동조화(recoupling)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가 끝나면서 반대로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될 것

우리나라나 아시아 경제가 미국과 높은 경기 동조성을 나타낸 것은 무역과 같은 실물경제의 영향에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과다한 무역의존도를 인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는 없

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금융의 범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국가 간 연관성이 더욱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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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상 세계경제가 경기동조화를 겪게 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일차적 충격이 실물시장보다는 금

로 작용한 통화 및 외화 만기불일치 문제는 이후 사라지는 듯했으나 2005년 이후 다시금 심화되기 시작

융시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유럽과 아시아 경제 전체로 전파된 데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

했다. 이렇게 통화불일치가 심화된 데에는 대외부채의 증가율과 관련이 깊은데, 단기 통화불일치(외화

본시장개방 정도가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통한 미국경제와의 동조화가 높게 나타난다.

만기불일치)의 경우 그러한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부문보다 은행부문에서 통화불일

이 점은 향후 거시안정화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의 경기상황을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감안해

치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화 및 외화 만기불일치의 심화는 경

야 함을 시사한다.

상수지의 악화와 재정거래유인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실질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기업부문의 통

한편,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원인을 조사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가장

화불일치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통화불일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외채권ㆍ채무 통계를 통해 파악된 통화 및 외화 만기불일치 문제는 이번

리나라 금융시장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무위험금리차가 장기간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한국경제 외화유동성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되고 신속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목표를 둔 해외단기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외부충격

따라서 정부는 향후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외채무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고 경상수지를 건

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대외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

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채권시장의 재정거래유인이 장기간 지속되는 요인을 해소하는 데에 노력할

서 커다란 차익실현 기회가 지속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요가 있다. 또한 통화 및 만기불일치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한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아지는

또한, 대외적인 취약성은 수익률격차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경제의 외환 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통계자료들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경로 및 심리적 경로 모두를 통해 증가할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적정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외화유동성비율규제와 중장기외화

수 있으며, 특히 위기 중 국내시장이 급격

대출재원관리 규정과 같은 건전경영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도 외화유동성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

히 불안해지는 것은 심리적 요인의 영향

이 될 것이다. 주식투자 자금은 외화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외화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기

이 크게 반영되는 후자의 경로 때문이다.

외화부채의 성격을 띠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화 대차대조표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심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통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대

적 불안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토빈세 도

이 대외충격에 취약한 원인은 무역규모

입 등 자본통제에 대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제적 움직임을 예

혹은 자본이동규모로 대변되는 시장개방

의주시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보다는 어떻게 자본이동을 관리하느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국내경제의 해외의존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

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시

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무역개방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말해 자본이동규모 그 자체보다는 외채,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등과 같이 외채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이 대외충격에 취약한 원인이 국내 경제의 높은 자본자

한 것이 대외취약성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유화 정도와 이에 따른 자본유입의 지나친 증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으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

2009년 주요 연구

자본시장의 대외취약성이 큰 또다른 이유로 국내 자본시장의 연계성이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정

이 해외자본의 허술한 관리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취약성을 완

지역 특히 미국에 쏠려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실물부문에서는 동아시아 역

화하기 위하여 자본자유화를 축소하는 조치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내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실물부문과 금융

고 판단된다.

2009년 주요 연구

부문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으로써 여전히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미국 등 역외지역의 금융충격에 지나치게 취약해지지 않도록
▶ 연구진

역내 환율안정 및 대외불균형해소를 위한 지역적 통화금융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통화 및 외화 만기불일치의 현황과 발생원인, 그리고 그것이 2008
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1997~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핵심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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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계경제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위상변화에 따른
대외경제전략의
선제적 연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6년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 자격을
얻었다. 개발협력은 경제성장, 무역확대와 함께 OECD의 3대 설립목적 중 하나이며, 회원국간 정책협의
와 상호조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는 DAC은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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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OECD의 3대 핵심 위원회로 높은 위상을 가진다. 이 때문에 2010년 DAC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
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격을 높여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DAC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원조 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
원이 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책임도 따른다. DAC은 다양한 정책규범과 지침을 통해 회원국
들에게 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이 DAC 규범을 강
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정책대화와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선진
공여국으로서 적절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속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약 8억 달러의 ODA를 공여하여 원조규모 면에서 DAC 가입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2008년 특별검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증여비율이 낮고,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언타이드비율이 DAC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 여성, 무
역, 빈곤 등 주요 이슈에 있어서도 아직 원조정책과 시행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
는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할 주요 규범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주요 부문별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원조의 선진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도
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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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일관성의 개념
을 정리한 후 부문별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중

본서 제2장에서는 DAC 가입관련 주요 규범을 중심으로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을

요함을 적시하였다.

검토하였다. 개발원조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을 검토하고, 원조효과성 작업반, 환경 및 개발협력 네트워
크, 개발평가네트워크, 통계작업반 등 DAC 하위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어 DAC 가입조건

본 연구는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원조정

과 절차를 정리한 후 1978년 원조공여조건에 대한 권고, 2001년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 등 회원

책과 실시체제가 원조효과성 제고를 강조

국이 준수해야 할 주요 규범을 검토하였다. 특히 유의할 점은 최근 DAC은 가입기준은 다소 완화하면서

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DAC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입 이후 의무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DA 개혁조치가 필

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함을 강조하였다. 원조 선진화를 위한 전

제3장에서는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주요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적 권고사항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략으로 먼저 2001년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DAC 가입 및 원조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반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각

드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한 언타이드 원조

부문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

의 단계적 확대를 제시하였다. 중점지원국

러다임이 개발협력 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환경 주류

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은 다년간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ㆍ무상통합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화(mainstreaming)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형성되어

중장기 예산계획을 통해 원조예측성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1년 단위 원조예산체제에서 발

야 한다. 부서간 환경 주류화 정책의 공유, 국별 지원전략의

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예산배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 포함, 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

본 연구는 타 공여국, 수원국 체제와 별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지원으로 인해 수원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원조사업 수행 시 환경 주류화를 위

인적,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모범 수원국을 대상으로 예산지원 방식의 시범적 시행을 제시하였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할
2009년 주요 연구

주요 규범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 가이드라인 등 실행 메커니즘의 도입도 시급하다. 무역

다. 아울러 부문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방식을 통한 성과중심 관리체제 도입, 공여국간 역할분담과 조화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과 개발에서는 개발경험 전수사업과 무역원조(AfT: Aid for

를 위한 국제지원체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원국 현장의 수요와 원조분업 체제에

주요 부문별 가이드라인을 분석

Trade)의 연계, 타 공여국과 원조일치를 위한 AfT 통계 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분권화를 통한 현장중심 원조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

공, AfT와 개도국 무역정책의 병행, 경제위기 등 변화하는

로 개발협력과 제반 국내외 정책의 조화를 통한 정책일관성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주요 연구

환경을 반영한 AfT 전략 수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젠
더와 개발에서는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실시, 젠더마커 시범활용, 여성부의 전문성

> 정책 기여

활용, 여성대상 사업 단계적 확대계획 수립, 성인지 예산 제도활용 등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빈곤과 개발에서는 빈곤퇴치 목표의 명문화 및 정책 기조화, 빈곤퇴치 관련 정책일관성과

•DAC 가입 이후 정책규범 및 의무사항

효율성 강화, 빈곤퇴치 주류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빈곤퇴치 위주 통합 국별 지원전략 수립, 빈곤층을

을 검토하고, 원조효과성 제고와 언타

위한 성장 관련 민관협력파트너십 사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드의 단계적 추진방안 제시

제4장에서는 최근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DAC 회원국으로서 지향해야 할 주요 정책현안을 검토하였다.

•환경ㆍ무역ㆍ여성ㆍ빈곤에 관한 DAC

그동안 국제사회의 파리선언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아크라 행동계획 이후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원조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부문별 이행방

분업,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원조, 정책 일관성 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2008년 아크라 회의

안 제시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장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조미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박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연구원
김영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이태주 한성대학교 교수
이현주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원

에서는 원조 분절화로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여국간 역할 분담을 통한 원조분업이 주요

정유아 한국국제협력단 과장

이슈로 대두되었다. 프로젝트 원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원국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원조

정혜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방법으로 예산지원, 프로그램 원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개발원조 정책과 경제, 무역, 환경,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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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요원하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단기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농업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아프리카의 농업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과 같은 획기적인 농업개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아프리카의 농업
개발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지금은 방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투자개
발이 뒤따른다면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
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농업전문가
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아프리카 대다수
의 빈곤층은 농촌지역에 밀집해 있는 만
큼 농업개발에 따른 식량 증산이 어느 정
도 이루어진다면 기아문제 해결에 획기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의 아프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3억 명 이상이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수치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2009년 주요 연구

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에 있어 중점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아프리카의 절대빈곤 인구가 오는 2015년에는 4억 명

추진분야를 도출하고자 한다. 농업과 농촌개발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

으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의욕적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더욱이 다른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의 비교

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프리카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위가 월등히 높은 농업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

아프리카의 빈곤과 저개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
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전근대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2009년 주요 연구

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 나아가
야 할 아프리카 농촌개발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빈곤은 농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의 발전 기반이 취
약한 아프리카의 여건에서 농업은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농업여건은

> 결론 및 시사점

극히 열악하다. 불리한 기후조건, 열악한 토양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농업 인프라 미비, 아프리카에 우
호적이지 않은 세계무역환경, 외국인투자 및 대외원조의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농업은 발전할
수 없었다. 아시아와 중남미 등은 관개시설 확충, 신품종 개발, 비료사용 확대 등을 통해 식량생산을 획기
적으로 늘려온 반면에 아프리카는 제반 기초여건의 미비로 여전히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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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은 새마을운동이라는 발전경험 전수
와 농업 인프라 지원 등의 농업개발이다.
새마을운동 전수는 아프리카의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

그동안 아프리카 각국들은 나름대로 농업개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개발자금 및 집행능

과를 거둘 수 있는 비교우위가 높은 개발협력 수단이다. 비록 우리의 개발원조 규모는 작지만 새마을운

력의 부족, 교육환경의 부재에 따른 인적자원의 결핍, 낙후된 국가운영 시스템 등의 여러 문제들로 말미

동은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에게 적합한 개발협력 수단이라

암아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정부도 새마을운동 전수를 아프리카 원조정책이나 국제개발협력

그 결과 오늘날 아프리카는 농업의 저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

에 있어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나아가 새마을운동 전수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브랜드화할

다. 사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규정짓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농업의 낙후성으로

수 있는 ‘소프트 파워’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의 원조 역량은 다른 공여국에 비해 열세에 있지만 새마을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아프리카 농민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수요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

운동 전수는 우리의 ‘국격’(國格)과 ‘소프트 파워’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는 영세농민 또는 소작농으로 자생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외부의 원조 없이는 빈곤의 해결이

통해 수원국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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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물적 자본’보다는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인 근면(diligence), 자조(self-help), 협동

진과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cooperation) 등과 자생적 또는 내재적 발전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지

방법이다. 기술보급 과정 역시 중요한 사항인데 신품종 개발 등 모든 시험 과정에 현지 농업전문가 또는

역사회가 스스로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고 자조 능력과 협동심

농업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기술보급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강조하

답으로 빗물에 의존하고 있어 가뭄과 홍수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인데,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

는 것은 금물이다. 1970년대 우리 농촌사회의 현실과 지금

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일지라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

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유목 사회는 일정

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다.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이식되기 위해

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농업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이 크지 않지만, 정착촌을 이루고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

살아가는 농촌지역에서의 농업 인프라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 인프라 가운데 가장 시급성을 요하

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여

는 분야는 관개시설 정비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농업은 천수답으로 빗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기후

건을 조성하든가 또는 여건에 맞추어 모델을 수정해야 할

여건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 나아가 식량안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아프리카 생산농지 가운데

것이다.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은 고작 4%에 불과한데, 이는 강우량에 따라 농산물 작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

우리나라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아프리카 농촌개발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전수할 때는 첫째, 상대방의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에의 의존을 줄이고 인위적 물 공급 시스템인 관개시설을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농

다. 새마을운동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업 전문가들도 자국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농업기술, 비료 사용 등과

으로 원형 그대로 전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둘째, 아프리카의 농
2009년 주요 연구

나아가 빈번한 가뭄 등 기후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문제도 풀어야 한다. 아프리카 농업은 대부분 천수

함께 관개시설 확충을 꼽고 있다.

촌현실을 감안하여 현대적 농촌발전의 초기조건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적’지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

농산물 저장시설과 유통 인프라 지원 역시 중요한 협력과제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식량가용성

다. 셋째, 전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이 아닌 ‘동질적인 사회집단(homogeneous

(availability)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생산된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집하여 한 곳에 모으고 도소매 시

society)’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사회는 기본적으로 부족 중심의 공동운명체적 특성이

장 및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유통체계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식량접근성(ac-

강하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원천이 강한 지역적 유대감과 결속력, 그리고 전통적 리더십에

cessibility)을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주요 연구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조건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새마을운동 전수는 주민
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이들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

> 정책 기여

민의 참여 문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는 이를 실제로 추진하고 담당하는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개발 협력방향 제시

로, 원조예산의 소규모성이라는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방식을 견지해 나갈 필

•한국 농촌개발경험(새마을운동) 전수방안 제시

요가 있다. 새마을운동 전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아프리카 농촌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거점국가들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개발 협력수단과 관련해서는 농업생산기술 전수와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아프
리카의 농업기술은 극히 낙후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보급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
다. 이미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전수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 연구진

중요한 점은 아프리카는 기후, 토양 등 자연환경에 따라 농업적 특성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국가 또는 지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 · 중동팀장

역별로 차별화된 작물을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연구협력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농업지대에 시험연구소를 설치하여 기술 전수국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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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비스산업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발전과 FDI/ODI
증진방안 연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크
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는 답보
국면인 반면, 회수는 증가하고 있어 투자 유입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3년을 저점으로 2007

2009년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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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전 세계 FDI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 FDI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2008년과 2009년
상반기까지는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나, 2009년도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하여도 2000년 이후 국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00억~120억 달러의 범위에서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직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불리한 경영환경이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 외환, 세무, 노사 등 각종 규제에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과격한 노사
분규 및 일부 반외자 정서가 우리 시장의 대외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대한 대응도 미흡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 재도약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심층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친 효과와 생산성에 미친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우선 국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0년의 경우 11.6조 원의 외국인직접
투자를 통해 유발된 생산이 2000년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3.7%에 이르며, 우리나
라의 총취업자 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비중은 1.0~1.3%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03년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 6.1조 원으로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이를 통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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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산 및 고용이 당해연도 GDP 및 총취업자에서

되, 일차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제한을 완화하는 형태의 법인을 허용하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차선책도 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각각 0.8~1.5%, 0.3~0.6%로 낮은

토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잔여재산 귀속제한의 완화 문제는 최초 투자재산과 자산가치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5년의 경우 9.8조 원의 외국

정상적 상승분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동시에 학교재단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의 제고를

인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유발된 생산 및 고용이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술교육 위주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차선책도

당해연도 GDP 및 총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검토 가능할 것이다. 방송서비스의 소유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SO: System Operator)에

각 1.1~2.3%, 0.4~0.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대해서도 방송채널사업(PP: Program Provider)이나 통신서

최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는

비스에서와 같이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지분제한을

하였으며, 이를 통한 생산 및 고용이 당해연도 GDP 및 총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1.5%,

답보국면인 반면, 회수는 증가하고

철폐하는 차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M&A를 활

0.42~0.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어 투자 유입력이 약화되는 추세

성화시키기 위해 LBO를 허용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는 우리나라가 총 7.2조 원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한편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을 사용하여 코스피(KOSPI) 및 코스닥(KOSDAQ)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본 결과, 서비스산업을 포함시킬 경우 동일산업평
균 외국인지분율은 1990~2003년과 2001~07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었을 때 두 기간 모두에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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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직접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 재도약하기 위해

필요하고, M&A 관련 세제도 선진화시키도록 법인보유 타
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현행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에 준용하여 도입하는 방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산업 평균 외국인지분율은 기간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투자환경을 심층분석하고 그

안이 필요하다. 투자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현금지원제

1990~2003년은 유의한 음(-)의 파급효과가, 2001~07년은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개선방안을 제시

도 확대와 조세감면제도 축소라는 기본원칙하에 역차별을

다. 후방산업 평균 외국인지분율은 2001~07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서는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

해소하는 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되, 현금지원제도의 점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비스업을 포함시킬 경우 전방산업에서의 파급효과가 최근에 들어와

차적인 확대와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함께 마련해나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후방산업의 파급효과도 전체 기간에 걸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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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즉, 서비스업을 포함시킨 전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국내외적으로 가장 비판을 받는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노사관계가 안정적 추세로 전환되고

때보다 대부분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01~07년의 경우 동일, 전방 및 후방 산업 평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전담 근로감독관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노무

균 외국인지분율의 계수값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보다 전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

관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 높은 계수값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서비스업에 대한 FDI 유치가 타 산업으로의 양(+)의 생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방안들의 실제 실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장벽들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

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 서비스업에 대한 FDI 유치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선책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 등은 그동안 추가개방에 대하여 찬

같이 서비스업에 대한 FDI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모 아니면 도’ 식의 접근방법으로 대립함으로써 전혀 진전

핵심 서비스분야의 개방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평가이다. 또한 KOTRA의 최근 설문조사에

을 이루지 못한 분야들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같이 관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이 해결해야 할 향후 선결과제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국민

련 사안에 대한 여건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검토하되, 잔여재산 귀속제한을 완화하는 형태의 법인

의식 국제화, 시장개방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자본시장이

을 허용하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차선책도 제시하였다.

발달하지 못하여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 방법을 통한 M&A가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M&A 관련 세제도 선진국에 비해 M&A 활성화에 불리하다. 아울러 투자인센티브

> 정책 기여

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협상력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에 비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구
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서비스업의 추가개방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서비스의 경우

•M&A형 FDI 활성화를 위한 LBO 허용방안 제시

▶ 연구진

•주요 서비스업의 추가개방방안 제시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한ㆍ미 FTA에서 합의된 단계별 개방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는가가 관건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영
리법인 허용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여건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검토하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04 / 228쪽

김민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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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부가가치 규모, 취업자 수, 무역투자 면에서 전체 산업 중 차지하
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ㆍ중ㆍ일 3국 공히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 내에서 향후 급속한
성장세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유치 성과를 보면 절대적인 유치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
정적이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전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획득이 가능한 35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사업 경쟁력, 기타 제도관련 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최대한의 변수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4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경쟁 확대에 따라 각 기업들은 자사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핵
심기능을 제외한 기타 분야를 외부의 경쟁력있는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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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외부조달 대상이 제품생산에 직접 응용되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부문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광고
등 사업 관련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비즈니스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과, 제도적인 환경변수군과 비용변수군(≒국민소득 수준)이

강화를 위해 필요한 FDI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 환경이 선진화될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

수록, 그리고 사무실 임대비용 등의 비용적 측면이 높을수록

한ㆍ중ㆍ일 간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산업 자체의 양적 확대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발달할수록 아웃소싱을 통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

FDI 유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
히 이중부패,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장, 사업편의성 등 제도
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의 주
요 결정요인별로 한ㆍ중ㆍ일 3국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

해 낮은 비용에 높은 질의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우 제도적 수준이 싱가포르, 홍콩, 미국에 미치지는 못하나

촉진될 수 있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우리나라의 자체 산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성과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과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 한국은 제도적으로나 국민소득 수준에서나 일본에 비해 다소 떨

한ㆍ중ㆍ일 FTA가 추진되는 등 3국간 제도적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이에 대한 3국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어지는 상황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3국 중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비즈니스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의 동북아 역내 경

FDI 유치 여건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쟁우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은 35개국 분석대상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FDI 결정요인에

북아지역에서 같이 경쟁하게 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제도적 측면에서는 많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 분야에서의 한ㆍ중ㆍ일 간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

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정책적 방향은 홍콩,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적인 여

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가 추진해야 할

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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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패방지정책의 경우 전략적이고 실질적이며 점진적인 전략의 활용이 중요하다. 부패 관리는 단
순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 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

> 결론 및 시사점

책 추진을 통해 제도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정보재산 보호 등에 대한 연구역량 확충, 단속 등

FDI 유치 여건 비교에 앞서 한ㆍ중ㆍ일 3국 내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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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수행이나 지속적인 정보교환체계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특히 국내외 기업간 무차별성과 우수인력의 조
달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장관리제도의 선진화ㆍ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외 우수인력 조달이 용이한 여건을 조성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국제화에 대한 태도 개선은 중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홍콩, 싱가포르 등에
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표적인 국제화된 미래도시 개념으로 개발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선도적인 발
전이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또한 경제자유구역 등 제한된 지역 내에서의 차별화된 노동규제 완화정
책의 도입 및 이의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우선적으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내 투자유치
확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중단기 정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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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글로벌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투자자의 잠재적 국내 합작투자 파트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이를 철폐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

너 기업 및 M&A가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 내 교역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활용하

노력이 필요하다.

여 서비스 시장장벽(SMB: Service Market Barriers)을 측정하고, OECD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

둘째,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물류,

정작업을 거친 후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구축하여 시장진입

연구개발 및 관광업)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장벽 및 제도적 장벽을 상호보완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측정한 서비스 교역장벽을 연산가능일반균형

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시켜 서비스 교역장벽이 철폐될 때 예상되는 경제적

셋째,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고등교육과정 개선과 함께 해외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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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수요 및 인적역량 면에서 충분한 여건을 보유한 수도권 주변의 경제자유구역을 비즈니스서

> 결론 및 시사점

비스 산업의 중점 육성지역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서 2장에서는 먼저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의 특성 및 이 서비스에 대한 주요국 시장 및 교역 현황

> 정책 기여

을 살펴본다. 통신서비스란 음성과 영상을 전화, 텔렉스(국제가입전신), 텔레그램, 케이블, 방송, 위성, 전
자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신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상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대안 및 개선과제 제시

따른 자연 독점, 공공설비산업으로의 인식되어 과거 공기업이 독점적인 서비스 공급자였으나, 최근에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대부분 주요국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은 완전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단, 민영화가 도입되어 성장하는
단계에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통신서비스가 OECD 회원국 경제에서 차지하

▶ 연구진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05 /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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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08년 현재 통신서비스 수출은 11억 달러, 수입은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7억 달러로 약 19억 달러의 총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에서 한국시장에 진입한 주요 투자국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은 미국으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서비스는 건설 및 관련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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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 서비스를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국내 공급을 위한 것이 많다. 건설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

고, 제조업 실질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

우 서비스 특성상 생산자원의 현지조달을 위해 외국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고, 따라서 건축, 생산기준, 회

우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 시 고려한 모든 세부 서비스산

사설립 및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 등 다양한 규제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패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업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었다. 통신서비

정부 조달은 건설서비스의 중요한 수요처이고, 1990년대 이후 장기 주재, 대형화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스나 건설서비스보다는 제조업 관련성이 높은 사업서비

OECD 회원국의 건설서비스 비중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교적 큰 비중을 차

스 교역장벽의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지한다. 한국의 건설서비스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교역규모는 0.03%에 불과하

크게 나타났다.

다. 한국의 건설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미국에서 집중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제5장은 앞서 도출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

역시 북미에 거의 집중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넓혀나가는 중이다. 전문직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의

점을 도출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의 철폐로 해당 서비스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서비스로서, 법무 회계, 엔지니어링, 예술, 경영컨설팅, 의료 등이 포함된다. 전문

생산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실질 GDP의 감소나 자원배분효율의 저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서비스 교역

직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최근 개방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논의

장벽이 철폐된 국내 시장을 외국서비스공급업자들이 시장지배자로 자리잡게 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

가 지속되고 있고, 총 서비스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 기술 서비스의 대한국 외국

기 때문에 적절한 교역장벽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주

인직접투자 및 한국의 해외집적투자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

요국과 분석대상 서비스산업에서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이외에도 국

히 이루어지고 있다.

내 소비자 혜택 증대가 예상되므로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다. 또한, 제4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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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철폐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제3장에서는 서비스 세부산업별로 SMB와 STRI를 추정

장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서비스 교역의 활성화는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의 생산을 증대시켜서 궁

한다. 마크업 추정방식을 이용한 SMB 측정 결과, 타 주요

극적으로 실질 GDP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 교역활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서비스산

국에 비해 한국의 SMB는 높고 서비스 세부산업별 장벽의

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SMB의 경우 한국은 통신서비

제4장의 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중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로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스 분야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높고, 건설서비스와 전문직

있는 국가인 한국은 서비스 교역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요국 중 가장 높다. STRI의 경우 한국

서비스 교역장벽 중 특히 SMB를 낮추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 교역장벽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및 특성과도

은 통신서비스에서 세 번째, 건설서비스에서 다섯 번째, 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이다. 적절한 경쟁정책의 집행

문직서비스에서 두 번째로 STRI가 높다. STRI 도출 결과 한

을 통한 SMB 철폐는 국내시장을 경쟁적인 형태로 유지하여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독점

국의 통신서비스 STRI는 분석 대상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STRI가 높은 나라들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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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장잠식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분제한 및 진입조건’에서의 장벽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STRI가 낮은 나라들은 이 분야에서 장벽이 전

본 연구는 사용된 규제 파일, 가중치 등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으로 협상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혀 존재하지 않아서 이를 완화하면 STRI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건설서비스 STRI는 ‘

있으나 측정한 서비스 교역장벽은 정책연구 및 참고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범위를 타 서비스 및 타

차별적 규제 및 기준’ 규제 수준이 가장 높다. 한국의 전문직서비스 STRI는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연

국가로 확대하고, 자료개선 등을 통한 보다 정확한 서비스 교역장벽 추정이 향후 연구과제이다.

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제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SMB가 실제 시장 내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장벽으로 장기적 결과인 데 반해 STRI

> 정책 기여

는 제도적인 장벽으로 단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별, 산업별로 모두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
는다. 따라서 두 결과는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SMB와 STRI의 괴

•주요국 서비스 교역장벽의 측정치 제시

리가 더욱 명확한데, 이는 한국이 교역자유화와 관련된 제도 개혁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었지만, 그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시

제도적인 노력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제4장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CGE 모형을 통해서 추정한다. SMB와
STRI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주요국에서 실질 GDP의 증가, 자원배분효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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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남호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09 / 164쪽

양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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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다. IT 서비스 무역은 글로벌 아웃소싱이라
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었고, IT 서비스의 글로벌 아
웃소싱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등 기존 선진국에서뿐 아
니라 인도와 같은 개도국에서도 이 분야의 글로벌 기업
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은 2003~07년 동안 전 세계 IT 시장에서 19%
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신흥 경제국들이 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이르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과 인도의 주요 IT 서비스 글로벌 기업 현황을 산업
별 부가가치 규모, 주요 기업의 매출액 등 IT 서비스산업 관련 다양한 통계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
보고 발전요인을 도출하기로 한다. 또한 한국 IT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산업연관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
기로 한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IT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급활성화정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양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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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요활성화정책, 대외개방정책으로 나누어 제언하기로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해 지식기반서비스, 특히 사업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서비스는 제조업 등 경제활동이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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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선진국에서 사업서비스의 발달은 경제의 고도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

한국의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건은 IT 서비스에서 제일 중

다. 또한 사업서비스의 발달에 의해 기업의 효율이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이 발생하였다. 또 사업서비스

요한 ‘우수인력’이라는 인프라 구축이다. 따라서 공급활성화정책에서는 우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의 수확체증 속성으로 인해 아웃소싱은 수요기업에는 저비용의 혜택, 사업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수요 창

인력정책을 우선 논하고, M&A 활성화와 같은 기업정책을 제언하기로 한다. 그리고 정부조달정책 및 공

출로 인한 수익기반의 확대를 가져온다. 이런 수익기반의 확대는 결국 수준 높은 인재의 영입을 가능하

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연계된 수출지원정책을 수요활성화정책으로 제시

게 하여 다시 사업서비스의 발전이라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하였다. 대외개방정책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

한국의 경우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제조업의 발전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
루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고임금의 구조 속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와 FTA(Free Trade Agreement)의 IT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이 취하여야 할 입장, 해외 전문인력 및 투자유
치정책, 그리고 수출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를 위해 사업서비스의 발전이 필요하다. 사업서비스의 발전은 서비스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경
제 전반의 고도화를 가져오며, 사업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사업서비스분야의 아웃소싱 시장 활성

> 정책 기여

화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과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업서비스는 대부분 창업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용이하여 노동시장
이 유연할 뿐 아니라,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질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IT 서비스 강국인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통해 공급, 수요 및 대외경제정책 측면에서 한국의 IT 서비
스가 경쟁력있는 글로벌기업으로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도출

다. 한국은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어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된다면 사업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상
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사업서비스 중 국제적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또 한국이 잠재적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
는 I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IT 서비스의 무역거래는 서비스 무역 중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성장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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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해외지역에 관한
심층적 연구수요에
대응한 연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고는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시민사회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고찰
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정부가 저탄소사회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7년 아베 총리의『Cool Earth 50 비전』이 발표되면서 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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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탄소사회 비
전을 제시하여 왔고, 2009년 민주당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감축목표를 획기적으
로 상향조정하는 등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은 개도국의 감축활동 참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협상에서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구축을 주장하였고, 특히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한국과 같은 주요배출국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은 OECD 회원국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 선진국과 동일
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주장하여,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추진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과 개도국 지원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국내적으로는 얼마나 저탄소 사회전략을 잘 구상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본서 제2장에서는 저탄소사회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본이 저탄소사회를 구축하고자 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저탄소사회를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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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되어 기후시스템에 인위적인

제6장에서는 일본의 산업계가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를 대체에너지

악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 경제 기술시스템을 구축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 차세대 자동차, 연료전

본고는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을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일본이 저탄소사회 구축을 지향하

지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산업현황, 일본정부의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성과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게 된 국내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이

았다. 일본에서는 신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 그 보급

시민사회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현실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에너지 효율성 분야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보급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고찰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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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의 성장

제7장에서는 저탄소사회 실현정책 추진상에서 시민사회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기반이 약화되어 이를 타개할 새로운 동력을 발굴할 필요

온난화대책추진법상의 근거와 실제 추진체계에 기초하여 파악하였고, 저탄소사회실현과 관련한 활동을

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적 배경으로서는

수행하는 NPO의 활동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활발하게 다양한 지구온난화대비책을

국제협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추진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교토 시 당국과 시민사회의 협력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저탄소사회정책 추진

에서 그린 뉴딜정책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과정에서 해당 지역 NPO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저탄소사회로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을 정리하였다. 일본정부는 앞서 언급한 아베 총리의

의 이행에서 일본의 시민사회는 분명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분야별로 세분화 전

Cool Earth 50 에서부터 이후 후쿠다 총리의 Cool Earth 추진구상, 후쿠다 비전,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

문화되어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

획, 아소총리의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등 다양한 저탄소사회 관련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이

편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노력하며 때로는 정부와 유기적

러한 비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본사회가 지향하는 저탄소사회의 기본방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인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시민사회를 이끄는 시민단체는 아직도 영세하고 정책제언 능

일본정부가 제시하였던 중기감축목표(자민당 안, 민주당 안)의 수립경위, 각종 시나리오 및 최종적인 감

력이 떨어지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축목표의 선택 등에 대해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각계의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각 주체별 저탄소정책에 대해 평가하면서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감축정책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일본정부는 주로 규제와 재정지원

는 긍정적 교훈과 부정적 교훈을 정리하였다. 긍정적 교훈으로서는 국가의 저탄소사회 장기비전을 마련

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잘 드러냈다.

하고,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개선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며, 고효율기기나 재생에너지 보급확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정책을 고찰하였다. 지방정부는 각 관할구역에서 온실가스

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부정적 교훈으로서는 예산에 의존한

의 배출현황을 점검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

보조금 중심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성청별 업무구분에 따른 종합대책 미비, 시장기반형 정책수

는데,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저탄

단 도입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점,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2009년 주요 연구

소도시의 모범적 사례로서 13개 도시를 환경모델도시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요코하
마 시와 기타큐슈 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일본에서는 온난화대책추진법에 의해 지방정부

> 정책 기여

의 저탄소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실행계획 책정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을 지원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방정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저탄소전략 사례를 통해 긍정적 및 부정적 교훈을 도출

부의 환경행정이 중앙정부의 성청별로 분할되어 있으며, 인구 및 재정규모에 따라 지방정부의 대응능력

•일본 산업계의 탄소감축노력을 소개하고 태양광 발전 등 핵심산업의 육성정책을 분석하여 산업분

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야에서의 긍정적 및 부정적 교훈을 도출

제5장에서는 일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을 고찰하였다. 일본 경단련은 1990년대부터
환경자주행동계획을 책정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계획은 각
▶ 연구진

산업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매년 검토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2008~12년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간 평균으로 1990년 수준 이하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경단련의 환경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연구위원

자주행동계획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철강, 화학, 자동차차체, 전기 전자의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노력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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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KIEP 2009 연차보고서

113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에 대한 대외개방 확대,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인한 소비 확대 등이 있다. 또한, 2008년 말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내수부양정책 및 도시화의 가속화에 따른 도시지역 잠재 소비인구의 증가도 소비와 소
매유통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소매유통의 발전과 함께 소매유통 관련 법규도 계속 제정되고 있다. 향후에도 도시지역의 상업망 관
리, 대형 상업기업의 육성, 소매기업과 납품업체관계 및 판촉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규 등 소매산업 발전
과 정비를 위한 다양한 법규가 도입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도소매업 진입 및 경영에 관련된 제한이
대부분 철폐되어 공식적으로는 유통업의 전면적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다양
한 형태의 제도 및 비제도적 진입장벽이 남아 있어 유통
시장 진출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도시별 소매판매액 1~6위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충칭, 텐진 등 중국 도시등급 분류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에서 1급 도시로 분류되는 지역과 새로운 소비도시로 부
상하며 2급도시로 분류되는 선양과 다롄의 소매유통 현

2009년 주요 연구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가능한
중국 유통경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유망진출 분야로서 유통업을 조명
우리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에
유용한 전략과 방안을 도출

본 연구는 중국의 소매유통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력 수출상품인 중간재의 수

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션전 등

출구조는 기업간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내수시장 확보차원의 유통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대도시는 유통업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로컬

되기 때문이다.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 기준으로 나눈 우리나라의 가공단계별 대중

및 외국계 소매유통기업들은 이미 2~3급 도시로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내륙진흥, 내수확

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그 비중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대중국 소비

대, 농촌 지역 소득확대, 소비주도의 경제성장, 산업구조고도화의 일환인 서비스산업 육성 등 전반적인

재 수출 확대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정책 환경도 소매유통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지만 유통경로 중에서 슈퍼마켓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할 때 소비재 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2008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

과 할인점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의 매출도 2005년 이래 연평균 23%의 높은 성장

은 45.7%로 2000년의 35.8% 대비 약 10%포인트 상승하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세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의 도시화 가속화에 따른 잠재적인 소비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유통망에 대해 지역 및 유형별
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09년 주요 연구

TV 홈쇼핑과 인터넷쇼핑이 주를 이루는 중국의 무점포 소매유통은 2000년대 중반 이래 일부 지역과 부
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무점포 소매업은 금융인프라 미발달로 인한 결제의 불편함 및 안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가능한 중국 유통경로의

정성 문제, 물류 인프라 미비, 관련 법규 및 제도 미발달 등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전 잠재력이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소매유통의 주요 도시별 발전현황 및 유통유형별 특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중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 소비력, 인터넷 보급률의 급증, 무점포 소매유통의

국 현지 제조업체가 어떻게 유통경로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안

주요 고객에 속하는 중산층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유망진출 분야로서 유통업을 조명해 보고자 한
다. 즉 우리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에 유용한 전략과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기업의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4개의 소
매유통업체와 9개의 제조업체에 대해 중국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매유통업체의 경우, 중국계
기업과의 합자 진출이 기업이미지 제고, 입지선정, 진출 규정 준수 등 측면에서 진출 및 경영에 유리했

> 결론 및 시사점

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한국에서의 경영 노하우 및 현지화 경영 등도 성공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유통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WTO 가입 이후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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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용, 자동차 딜러 숍(shop)인 2S 및 4S점(店) 방식 등 크게 4가지 형태로 중국내 유통망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제품의 현지화’였으며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마케팅전략,
선택과 집중 전략, 결제 방식의 안정성 확보, 대리상 관리 중시 등도 중국 경영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 추세와 우리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시사
점을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소매업체의 경우 2~3급 도시에 대한 진출 확대, 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컬 소매유통 기업과의 협력, 지방 유통기업에 대한 M&A를 통한 진출 확대, 무점포 소매업 진출 확대 등
2009년 주요 연구

의 진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체는 원활한 중국 유통망 활용을 위해 진출지역별 마케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소비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

전략 수립, 제품의 현지화, 대리상 관리 강화를 통한 확실한 유통망 확보, 온라인 유통을 활용한 내수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장 진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전과 다른 성장동력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 중에 있다. 중국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소

끝으로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과 정부의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비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중국 자체의 내수시장을 진작함으로써 성장동력

제시하였다. 또한, 거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한-중 FTA를 통한 유통 및 관련 산업의 진

을 내부에서 모색하는 경제성장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출확대 도모, 우리 제품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중국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하에서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이다. 그렇지만 거대한 중국시장은 리스크가 전혀

업종별 지역별 중국 연구 강화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없는 시장이 결코 아니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ㆍ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

2009년 주요 연구

야별로 중국 부상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 정책 기여
> 결론 및 시사점
•우리기업의 대중국 소매유통업 진출방안 및 제조업체의 중국 유통망 활용방안 제시
•정부의 대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 연구진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초청연구위원
박월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여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18 /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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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총 3권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정치ㆍ외교분야의 국가전
략을 분석하였으며 제2권 및 제3권은 경제분야의 국가전략을 분석하였다.
제1장의 주요 내용은 중국 부상의 실상과 평가이다. 중국 부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균등성이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강대국이지만,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의 측면에서는 지역 강대국의 수준이
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또는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일본,

배승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러시아 등의 지역 강대국과 한국, 호주 등의 중견국가가 등장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

박민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조현준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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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은 중국 정치체제의 변동성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

제9장의 주요 내용은 중국 내수시장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이다. 중국은 11ㆍ5 규획을 통해 내

성할 수 있는가와 사회 불안정 요인이 되는 각종 민생문제를 적절히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수 주도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있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을 마

여기에서는 중국의 현행 정치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

련, 실시하고 있지만, GDP 성장 대비 민간소비지출의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우선 우리 기업의

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동부 연안도시지역의

제3장은 중국의 대외전략 추이를 개관한 이후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전략을 연구하였다. 동아시아 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가 상품시장 진출을 도모

역에서는 양자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점차적으로 다자기구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중서부 내륙

여하면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경

의 소비시장을 겨냥하여 소비시장 고도화에 주목

제성장의 틀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국과는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양국 간에

할 필요가 있다.

는 경제ㆍ통상, 역사분쟁, 북한문제, 한ㆍ미 동맹, 영토분규 등 다면적인 갈등 및 분규 발생 가능성이 있

제10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한

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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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변화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다. 중국은 장

고도화하며 기술추격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적 국력신장을 위해서 군사력의 급속한 증강보다는 경제력 및 과학ㆍ기술능력 위주의 ‘종합국력’을 우

는 산업별 혁신시스템(SSI)의 시각에서 반도체, 철

선적으로 제고시켜야 하고, 향후 국익의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선진국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려

강 등 6대 제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혁신 및

고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의 장기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한ㆍ미 동맹과 한ㆍ중 협

추격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력 사이에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고 있다.

제5장은 개혁ㆍ개방 이후 북ㆍ중 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연구하였다. 1992년 한ㆍ중 수교는 중국

제11장은 온라인 게임, 응용SW산업, IT서비스, 임베디드SW산업의 4개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의 대한반도 정책조정과 관련하여 북ㆍ중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였다. 향후 북ㆍ중 관계는

혁신시스템(SSI)의 시각에서 중국의 기술혁신 및 추격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동맹의 틀을 강화하기보다는 국가 대 국가라는 현재의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ㆍ중 관계

우선 중국이 서비스산업에서 한국 등 선도국가를 성공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분야는 온라인게임이다. 이

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북한의 미래와 관련된 보다 중장기적인 과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에 국내기업은 ‘신속-효율적 다작개발체제’를 통해 콘텐츠 개발생산성을 높이고 게임 장르를 다양화하여

중단기적인 과제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신규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제6장은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적인 요인을 분석, 향후 발전방향에

제12장은 중국 유통업의 발전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유통구조는 도소매 위주

대한 분석하였다. 1949년 이후의 양안관계는 적대보다는 화해, 단절보다는 교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유통

발전하였다. 양안관계가 탈이념적 상호인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양안관계의 안정

분야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의 장점을

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미해결상태이다.

갖춘 인터넷 쇼핑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포화상태에 이른 대도시 유

제7장은 중국의 개혁ㆍ개방 30년 성과를 검토하고 성장 전망을 도출하였다. 중국경제의 미래 시나리
오는 정부통제력의 강약과 성장/분배 지향 여부에 따라 ‘불안 속 고성장’ ‘내실 있는 저성장’ ‘혼란과 침체’

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3장의 주요 내용은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를 분석하고 한ㆍ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

으로 가능성이 크다. 확실한 것은 중국경제의 미래는 현재보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며 이에

이다.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우선 현실적인 사회ㆍ경제적 수요가 있는 과학기술

따른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장기에 걸쳐 육성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영역의 포괄범주는 매우 넓

은행과의 협력 강화, 증시상장 증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자본규모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위안화 외환보유고 확대, 한ㆍ중 간 무역결제 시 양국 통화 결제검토,
국제금융기구에서 중국과 협력, 중국투자유한공사와의 협력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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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장에 한계를 느낀 유통업체들은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2, 3선 중소도시 진출에 박차

‘경쟁과 갈등’의 4개를 상정할 수 있다. ‘내실 있는 저성장’ ‘불안 속 고성장’ ‘혼란과 침체’ ‘경쟁과 갈등’ 순

제8장은 금융부문의 최근 변화를 주로 분석하였다. 최근 금융감독 메커니즘 정비, 겸업경영 확대, 해외

118

분석이다. 최근 중국은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를

다. 따라서 중국과의 틈새(niche)를 찾기보다는 중국에서 수요가 있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제14장은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 성장거점 전략에 가깝다. 그 대표적인 전략이 도시군, 즉 광역대도시권 전략이다. 근년 들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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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특구로 지정된 텐진 빈해신구로 인해, 베이징ㆍ텐진 두 개의 직할시가 중심이 되는 경진기 광역대도시
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발해만지역과 가장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입장
에서도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제20장은 한ㆍ중 간 고등교육의 각종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고등교육의 차이점과 성과를 비교
하였다. 중국의 대학개혁의 관료화와 달리, 우리는 개별 대학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제15장은 중국의 환경전략에 대한 분석이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악화 추세는 지속되

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양국간 유학생 교류 측면에서 중국에서 공부한 인력들이 기

어 왔다. 중국은 우리에게 유력한 환경협력의 대상이며, 환경시장의 측면에서 일종의 블루오션에 해당

업 및 산업에서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들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ㆍ중 양국은 새로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도 점차 수준 높은 유학생들을 유치해야 한다.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 협의 채널로서 ‘한중 기후변화정책포럼(대화)’을 설
치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제21장은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이다. 11ㆍ5 계획기간 이후 중국의 통상정
책은 선진국들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기조이다. 이

제16장에서는 중국의 교통물류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 교통물류 현대화전략의 핵심은 동남ㆍ동

것은 또한 자원부족ㆍ환경오염 대책,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산업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바

북연해지역 항만도시들을 중심으로 교통물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확충과 대규모 배후단지를

탕으로 대중국 통상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한ㆍ중 FTA 추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개발함으로써 국제적인 물류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간의 맹목적인 역내경쟁보다는 유럽

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대중 통상 리스크 점검 및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국가적 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 운송체계 내에서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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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적극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22장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정책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상당히 변하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이에 따라 변하고 있다. 공장부지 부족, 지

제17장은 중국의 동북아 통상전략과 우리의 정책방향에

속적인 임금상승 및 기능공ㆍ농민공 부족 등으로 진출기업의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기

정치ㆍ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대한 연구이다. 중국은 일차적으로 화교경제권이 강하게

업들은 금융ㆍ유통 등 서비스업, 에너지 절약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중국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

경제의 각 분야별로

작용하고 있는 ASEAN을 중심으로 역내시장을 확대하는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 부상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연구

▶ 연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전략방향은 첫째, 중국 중심
의 동아시아주의 형성에 대응해 보다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 정책 기여

지향하는 것이다. 향후 한ㆍ중 FTA를 포함한 대중 경제협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이러한 개방형 지역주의의 큰 틀

•중국의 세계 강대국화 상황하에서 정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중국의존도의 과도한 상승

치ㆍ외교ㆍ경제의 22개 세부과제별로

을 제어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경쟁우위를 발전

우리의 국가전략 제시

정재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
전성흥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호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은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중국통상학과 교수

제18장은 일본경제의 대외전략 구상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연구이다. 하토야마 신정부는 세계질서의

구기보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중심은 아시아로 옮겨올 것으로 평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자만 내용면에서는 모호

이은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하다. 향후 동아시아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첫째, FTA와 관련, 포괄적 성격을 원하지 않는 중국

노성호 청화대학교 박사과정
김준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출활성화팀 팀장

혹은 일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포괄적 성격의 FTA를 추진하여야 하는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둘째,

은종학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균형성장, 사회적 공공성 및 산업정책을 유지하는 정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아시아 협력모델을 도

모영주 건홍리서치 대표

출해야 할 것이다.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동북아 · 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원동욱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9장은 동북아 인력교류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이다. 일본은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고급인

이장원 유한대학교 중국비즈니스과 교수

력 유치에 적극적이며, 중국은 해외화교 등 유학생 유치와 외자기업의 급증으로 인해 전문가 유치에 유

조현준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 교수

리하다. 반면 한국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전문직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문제점이 있다. 동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일본학과 교수

시에 국내에 사장되는 유휴 노동력을 적극 해외로 송출하는 정책은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범

120

2009년 주요 연구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KIEP 2009 연차보고서

이준엽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23(1)~(3) / 총 1119쪽

최성진 북경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KIEP 2009 연차보고서

121

무한 실정이다.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둘째,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진출 형태면에서 아직까지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대부분의 선진기업들이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 간의 협력 등을 통해 현지진출을 다각화하
고 있는 데 반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아직까지 단독투자가 지배적이다.
셋째,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국별로 쏠림현상이 크다. 업종별
로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통신장비와 섬
유·’의류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 또한 국별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멕시코, 중미, 브라질 등에 국한되
고 있다.
넷째,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전략은 지역별ㆍ국가별
로 뚜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국시장 우회진출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을 위한 효율성 추구형 전략은 멕시코와 중미에서 두드러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진다. 그에 반해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시장추구형 전략

애로사항 등을 종합·심층 분석하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 차원의
진출방안과 정부 차원의

최근 중남미 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2009년 주요 연구

지원방안을 제시

투자진출시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기업

은 남미지역, 특히 브라질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투자진출 시 필요한 정보
를 현지 기진출업체나 회사 자체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
터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들도 “중남미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겨냥해

여섯째, 중남미 진출 기업들은 현지 금융제도가 낙후되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2004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LG나 삼성 이외에 POSCO, 현대

어 있는데다 진출 대상국의 투자위험도가 높아 금융조달에

자동차, 동국제강, CJ 등 대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두드러진 결과, 2008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멕
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에 대한 투자 급증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인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
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
치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그간 국내에서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연구는 중남미 경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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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중남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은 중국기업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덟째,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현지업체와 비교해 기술, 품질 등에서는 절대적인 비교우위에 있지만 금
융조달, 판촉·광고, 판매영업·마케팅 면에서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 대한 인식부재와 관심부족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

아홉째, 중남미 현지에서 노무관리는 최근 노동·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우리기업들이 경영상 직면

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 차원의 진출방안과

하는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고용과정에서는 숙련공 구인의 어려움, 언어 및 의사소통, 임금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외 부대비용 부담 등이, 임금관리 측면에서는 과다한 사회보험료, 높은 임금 상승률, 과다한 수당 및 보조
금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력관리 면에서는 책임의식 부족, 애사심 및 소속감 결핍, 안

> 결론 및 시사점

일한 작업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열 번째, 우리기업들은 현지에서 원부자재 조달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

먼저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 중남미 국가들이 현지 조달을 강조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해야만 하는 상

첫째, 우리나라의 중남미 투자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와 중미의 경우 중

황이다. 그러나 중남미 현지의 제조업 수준이 낮아 품질이 열악하고 납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한 데 반해,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가 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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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중남미 현지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중남미 국가 중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앞
서 있는 칠레에서조차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두 번째, 전반적으로 치안이 불안하고 물류 운송 과정에서 강도 및 도난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치안불안은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현지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애로사상으로 지
목되었다.
열세 번째, 중남미에 투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현지 애로사
항 해소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
은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네 번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우리기업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8%에 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
미지역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반면, 불만 정도는 매우 높았다.
열다섯 번째,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우리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 등 정부 금융기관의 투자자금 지원 확대였
다. 두 번째는 현지국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세 번째는 투자자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현지 비자발행의 간소화 및 신속화, 중남미 현지국과의 신
속한 FTA 체결,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미주개발은행 등 국
2009년 주요 연구

제기구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도 주요한 지원요청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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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섯 번째,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현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다양했다. 가장 많이 요구
하는 사항은 통관업무 개선이었다. 두 번째는 금융지원 확대, 세 번째는 중남미 각국의 물류 및 인프라
개선이었다. 이 밖에도 운항권 확대, 한국과의 FTA 체결, 투자인센티브 제공, 비자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먼저 기업 차원의 진출방안으로 ①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②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③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④ 중남미 FTA 네트
워크 적극적 활용, ⑤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 강화, ⑥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등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①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체계적 관리, ② 투자관
련 통상인프라 구축, ③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④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⑤ 금융지원 확
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 정책 기여
▶ 연구진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확대방안 제시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확대 지원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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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여하고,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가스전 개발 운영권 또는 극동지역 LNG 액화기지 공동 건설 운영권
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M&A를 통한 적극적인 자원개발 사업의 참여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에너
지산업 재편과 맞물리면서 국내 및 국경간 M&A 시장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러시아 자원기업들의 주가도 고점대비 상당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지분매입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
를 적극 시도해볼 만하다. 셋째, 러시아의 권력구조와 에너지산업 재편 동향 및 방향을 간파하는 것이 필
요하다. 러시아 자원개발 진출에 있어 우리의 협력 당사자는 연방정부와 국영기업, 그리고 해당 지방정
부 등이다. 따라서 러시아 에너지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연방정부와 실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 그리고 개발지역에서 법적 제도적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를 정확하게 이
해하고 이들과의 협력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이 필
요하다. 아울러 앞으로 러시아 에너지산업이 어떤 방향으

4대 신흥지역을 대상으로
우리의 지역별 접근전략을 도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 경기침체로 급락했던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
2009년 주요 연구

우리의 역량과 상대국의

로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 넷
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3국의 자원개발사업에 참여
하는 방안이다. 러시아는 CIS지역은 물론 최근에는 아프리
카지역으로까지 해외자원개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협력니즈를 함께 고려하는,

러시아 에너지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지역별 맞춤형 전략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즈프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치에 이르렀고 동, 니켈 등 산업용 원자재가격도 연초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국제 원자재시장이

하여 중앙아시아 광구개발 또는 알제리 LNG 기술협력에의

불안할 때마다 우리는 자원빈국으로서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전략자원의 조달을 단순히 수입

공동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음 4가지 특화전

에만 맡기게 되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없으며,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2009년 주요 연구

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민경제적 과제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4대 신흥지

첫째, 전력 또는 석유화학 산업을 연계하는 자원개발 전략이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

역을 대상으로 우리의 지역별 접근전략을 도출해보았다. 최근 들어 해외자원개발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

가들은 비석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협력입장을 고려하여

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나 보고서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는 지역연구

자원개발과 산업진출을 연계하는 동반진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협력

자 입장에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해보았다. 여기서 특화

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한

전략은 우리의 역량과 상대국의 협력니즈를 함께 고려하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의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우리 입
장에서도 금융부문에서의 협력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금융산업 발전에 실

> 결론 및 시사점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경험전수 사업이 될 수 있다. 금융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니즈가 매우 높은 만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금융협력을 자원협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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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의 지역별 특화전략을 축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는 크다고 판단된다. 셋째,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전략이다. 터키는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중앙

먼저 대러시아 자원개발 특화전략을 다음 4가지로 제시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는데, 터키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첫째, 상하류 교차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기업이 러시아 에너지기업(또는 자회사)의 지분

통한 진출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원외교를 지속화하는 것이

을 인수하는 대신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국내 가스공급업체의 지분 일부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한결같이 장기집권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남 · 북 · 러 삼각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북한의 전력 인프라 사업에 러시아와 공동으로 참

해오고 있어 국가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현재 차관급 수준의 <한-중앙아협력포럼>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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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급 수준의 정례회담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배계층의 후계구도가 아직 확정

아프리카의 경우 역시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주요 특화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차세대 리더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53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는 국가별로 자원 잠재력과 투자여건이 매우 상이하므로 국가별 특

중남미의 경우, 다음 다섯 가지를 특화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

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자원개발 시장특성을

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를 통한 진출 전략이다. 중남미는 일부 국가에서 자원민족주의의 득세로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한 접근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의 내

정치적·경제적 위험도가 매우

실화이다. 동반진출전략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SOC 등의 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자원개발권의 확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남미 주

보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할

요 자원보유국의 진출환경을 세

수 있다.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내부

분화해 고(高)위험국에 대한 진출

조율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이 필요하다. 동반진출

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의

의 한계는 접근전략상의 개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지와 능력이 있는 공기업(정부)이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원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

주도하고 위험이 낮은 국가에 대

카 국가들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원획득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한 진출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하나는 정부의 외교력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자원외교 우선대상국가로 ‘4 plus 3’ 국가를 제시하였다.

분업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넷째, 새마을빌리지 구축 등 개발협력을 통한 자원협력의 기반구축을 들 수 있다. 자원획득만을 목적으

다. 둘째,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

로 하는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접근방식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의 아프리카 자원협

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전략이

력은 개발원조(ODA) 영역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개발협력이 심화되면 사후적으로 경제협력 파트너십

다. 먼저 중남미주요 산유국에서

구축이 가능하고 나아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등의 국익으로 귀결된다. 다섯째, 개발조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영석유회사(NOC)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

사업(development studies) 지원을 통한 진출기반 조성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각종 비용과 리스크로 인

어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남미와 친숙하며 유대가 깊고 현지시장 진출경험이 풍부한 RepsolYPF, Galp

해 실질적인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차원의 초기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개발

등 이베로반도 기업들과 3각 협력체제(한국-이베로반도-중남미)를 구축해 1차적으로 중남미 현지 자원

조사 사업이다. 개발조사는 민간기업이 개도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이를 토대로 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아프리카 등 제3지역에 공동진출하

자금투입이 용이하지 않은 부문을 공적자금으로 보완해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업체들은 아프리카

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남미 국제기구를 활용한 전략이다. 먼저 우리나라가 2005

자원개발 사업의 발굴에 있어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개발조사 지원은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해

년 가입한 미주개발은행(IDB)을 적극 활용해 중남미 자원개발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

줄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개발조사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용방안으로는 자원개발 프로젝트 자금조달(financing) 시 IDB 신탁기금을 활용한 광업기술협력사업 추

도 강구해볼 수 있다. 신탁기금은 AfDB가 실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F/S) 및 기술협

진, IDB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야에서 공동협력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남미 유일의 에너지협

력 사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AfDB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EDCF 사업 추

력기구인 중남미에너지개발기구(OLADE)에 신속히 가입, 중남미 에너지 관련 정보, 정책 및 제도에 대

진 등과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2009년 주요 연구

한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과 여건을 구축하는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전략이다. 세계 10대 석유매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은 심해유전분야에서

> 정책 기여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조선산업이나 해양시추선 분야
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석유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양국간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접근전략 제시

한 윈-윈(win-win)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을 통한 전략이다.

•국가별로 특화된 자원개발전략 제시

MERCOSUR,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자원부국과 FTA 추진 시 자원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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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태의 FTA 협력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개발과 연계한 FTA 협력모델 개발시 FTA 협정문에 자원
개발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09-02 /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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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연구자료

미국이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을 도입한 2007년 5월 이후 미국과 추진된 자유무역협정(FTAs)
당사국들은 7개의 동일한 다자환경협약(MEAs)에 대하여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MEAs의 이행

➲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을 약속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7개의 MEAs 중에는 자원보존 등 순수한 환경보호 관
련 협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무역협정(한 · 미 FTA)이 환경협약(습지보존 등)의 목적 달성을 적극 지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

원함으로써 양자간의 상호지지성을 확실히 하는 예이다.
▶ 연구진 |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연구자료 09-03 / 134쪽

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
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유럽 3개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실질적으

➲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로 부응할 수 있도록 언타이드 원조를 통한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또

2009년 주요 연구

한 현지조달체제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북유

일본 민주당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2009년 8월 30일은 일본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날로 기억될

럽 국가들과 같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점차 전환해나가야 한다. 또

것이다. 이러한 지각변동의 배경에는 소득격차 확대, 고용불안 및 노후불안, 막대한 국가채무 등 일본경

한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의 어두운 단면이 자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에서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초래한 경제사회적 배

▶ 연구진 |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장

연구자료 09-01 / 104쪽

경이 된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 즉 가계소비 둔화와 수출의존도 증대가 초래한 제반 문제

2009년 주요 연구

점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어떻게 표면화되었는지 밝혀내고, 여러 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한국경제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연구진 |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연구위원

➲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 산업 성장: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연구자료 09-04 / 108쪽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
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
질의 전문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식

➲ O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기반 중심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도 서비스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와 같

The paper starts with an overview of the EU ODA, followed by an analysis from the “soft power” per-

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도의 전문인력이 서비스 산

spective. The author approaches the EU development policy as a ”soft power“ instrument and the debates

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 정부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surrounding the latest concept of ”soft power“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security tandem. Lastly,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aper reviews the possible relevance of EU ODA experience for Asia, and the concrete perspectives of

▶ 연구진 |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인도 통상학부 교수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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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sia cooperation on development.
▶ 연구진 | Silviu Jora

연구자료 09-06 /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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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와 달리 비선형방정식을 고려하고 있다 .
▶ 연구진 |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09-09 / 69쪽

본 연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직 ·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개관한다. 3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교역 규모
면에서도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6년 3월에 이미 발효된 우리나라와 싱가포

➲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르의 양자간 FTA와 2009년 5월 발효된 한·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우리기업이 ASEAN 서비
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본 연구는 3국의 서비스산업에 진
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한다.
▶ 연구진 | 손기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2009년 11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다섯 가

연구자료 09-07 / 117쪽

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분야에 대해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
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시메커니즘

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두 가지씩 실험사례를 소개하여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원조 사업을 예로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미시메커니즘을

➲금
 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펀드의 환
헤지 행태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논리에 기초
한 원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 손기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큰 영향을 받
2009년 주요 연구

연구자료 09-10 / 108쪽

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

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요인을 금리재정거래를 이용한 외국인의 채권

2009년 주요 연구

투자 및 환헤지된 해외펀드의 투자행태에서 찾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수요의 동인으로 알
려진 금리재정거래 유인의 확대는 환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다. 또한 해외펀드의 순자산가치의 하락은 선물환 매수를 통해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동안 환율변동의 약 40%가 채권시장 및 해외펀드 환헤지에 기인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통화스왑시장 및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

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쿼터, 외환통제 등의 국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통상정책수단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 연구진 | 허 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연구자료 09-08 / 49쪽

박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제무역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노동시장효과를 살펴본 결과, 단기적으로 금융
위기를 직접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나 미시적인 고용안정성의 지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구조적인

➲동
 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차등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연구진 |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
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킨 후 각 변수가 무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

연구자료 09-11 / 134쪽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윤상철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김봉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력모형을 이용하면서도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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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Working Papers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
· 중국 · 미국 · 일본 · 유럽 등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진출을 시도한 것은 최근 몇 년에 불과하므로,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출을 계
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전망은 어둡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

➲ Determinants of Staging Categories for the Tariff Elimination in the FTA
Negotiations

에너지 현황과 각국의 에너지전략, 투자 관련법과 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국제 에너지자원 수송망의 계획과 건설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사업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 조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외

연구자료 09-12 / 198쪽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 비로소 FTA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인 FTA 조류에 다소 늦게 합류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의 FTA 협상에
서 관세철폐 단계별 카테고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상품분야의 FTA 협상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세철폐의 품목범위 및 예외품목 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타결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을 위한 핵심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동아시아국가들이 협상 전의 예상과 일치되게 단계별 카
테고리를 결정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

▶ 연구진 | Nakgyoon Cho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WP 09-01 / 42쪽

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2009년 주요 연구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원자재 중심 수출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성장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이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 본 보고

2009년 주요 연구

➲ Using Panel Data to Exactly Estimate Income Under-Reporting by the
Self‑Employed

서에는 급변하는 무역투자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진출전략을 모색하였다.
▶ 연구진 | 윤성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외

연구자료 09-13 / 262쪽

소득의 규모가 쉽게 드러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
득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영업
자의 소득축소 보고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 보고에 따른 탈루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조세회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Pissarides and Weber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엥겔곡선
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새롭게 개선된 방법론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KLIPS)와
러시아의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RLMS) 데이터에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자영업자들은 각각 소득의 38%와 47%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법론은 향후 탈루규모의 정확한 측정과 지하경제의 규모
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진 | Bonggeun Kim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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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Gibson University of Waikato 경제학 교수
Chul Chu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육성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구와 특구 이외 지역의 이원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개혁 전략은 급진적 경제개혁으로 인한 비용을 중
장기적으로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비용은 특구의 시장경제와 내륙 사회주의 제도

➲F
 irm Heterogeneity in the Choice of Offshoring: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Firms

의 공존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특구 이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이 뒤따라야만 경제개혁으로 인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억제된 인플레이션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잉여화폐(monetary overhang)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생산단계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여 국내 기업에 조달하는 오프쇼어링은 급속
도록 증가해 왔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행태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구
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접 설문을 바탕으로 구축된 한국 제조기업들의 2006년 오

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완전한 가격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과정에서 거시경제의 안정
을 위해서는 북한 원화의 안정을 위한 금융 분야의 개혁 또한 필수적이다.
▶ 연구진 | Hyung-Gon Jeo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동아시아협력팀장

WP 09-04 / 34쪽

프쇼어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특성과 오프쇼어링의 도입 확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
론의 가설과는 달리 한국 기업의 생산성은 오프쇼어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다른 특성이 오프쇼어링에 더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이 국제 생산네트워

➲ Impacts of Free Trade Agreements on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OECD:
Panel Data Analysis

크에 편입하기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ICT 수준 향상을 위한 세제 혜택 등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본 연구는 EU, NAFTA, CER 등 FTA 추진이 OECD 국가들의 생산, 고용 및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

드러났다. 오히려 자본집약도, R&D 집약도, ICT 수준, 해외투자를 통한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등 기업의

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연구진 | Hea-Jung Hyu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쳤는가를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WP 09-03 / 42쪽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불균형 내포오차성분모형(unbalanced nested error components model)을 설정하고 30개 국가, 16개 산업, 24년의 시계열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분석하였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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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에 따르면 FTA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가 OECD 국

➲W
 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Transition Economies’ Reform Process?

가들의 생산 및 고용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별, 시간별 특성과 함께 고
정효과와 확률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1요인(one way) 및 2요인(two way) 오차성분모형을 농업, 식품, 섬
유, 금속, 수송기기, 사업서비스 등 6개 산업에 대해 적용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FTA는 음식료산업, 섬

본 논문은 동유럽 25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

유산업, 사업서비스산업 등에서 생산비중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 금

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초

속산업, 수송기계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비중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FTA의

기조건들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제도적 전환은 많은 비용을

고용효과는 엇갈리는데, 농림어업, 음식료산업, 섬유산업, 사업서비스산업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며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체제 역시 김정일의 유일체제로 동유럽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따

금속산업, 수송기계산업에서는 플러스로 나타났다.

른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반될 수 있는 정책의 혼선과 실패는 김정일의

▶ 연구진 | Nakgyoon Cho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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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과 권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과감하고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북한은 현재의 정치 및 경제적 초기조건으로 인해 매우 느린 점진적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억제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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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 Costs, Relative Prices, and International Risk Sharing

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낮추고 대외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경제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기

본 연구는 국가간의 상대가격 결정과 위험공조(risk sharing)에 존재하는 퍼즐을 설명하기 위해 운송비

위해서는 급진적인 개방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 급진적 개방은 그나마 매우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

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통해 완전시장과

는 국내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 평양·남포, 신의주, 금강산,

가격결정의 신축성을 가정하더라도 무역거래의 운송비용을 고려할 때 일물일가법칙과 불완전한 국제위

나선특구 등 경제특구에 한해서는 완전한 개방을 추진하고, 이외의 지역은 특구와의 연관 산업을 집중

험 공유를 상당한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금융시장하에서도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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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운송비용과 같은 균열요소가 존재할 때, Rogoff와 Obstfeld(2000)가 제시한 국제거시경제학의 6

이나 경영내부비용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기업조직이론도 한국기업데이터 분석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

대 퍼즐 중에서 구매력동일화퍼즐(purchasing power parity puzzle)과 소비의 상관계수퍼즐(consumption

음을 밝혔다.

correlation puzzle)을 설명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이다.
▶ 연구진 | Inkoo Lee 숭실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연구진 | Hea-Jung Hyu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WP 09-06 /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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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ur 서강대학교 교수

Yonghyup Oh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External Adjustment under Increasing Integration in Korean Economy
➲T
 he Impact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

는 우리나라의 대외조정과정을 살펴본다. 대외충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조정과정을 보기 위해 이번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

금융위기 충격으로 일어났던 환율과 순수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대외거래 행위의 증가에 따

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

른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 진행과정에서의 대외조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1) 무역이 우리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간 MRA의 체결이 수출시장에 대한 진입비용을 낮

나라의 순 대외채무를 상쇄하고 있고, (2)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자국선호(home bias)가 존재하나, 대

춤에 따라, 다국적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Horizontal FDI)를 추진

외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위험분산행위는 높아지며, (3)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국민소득(National Income)

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유인을 더 가지게 된다. 이는 MRA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수

의 감소가 민간소비의 침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평적 FDI를 통한 수출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에서 더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확장 개발
2009년 주요 연구

이 논문에서 교역조건, 국제교역, 대외수지 등의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정에서 나타나

▶ 연구진 | Inkoo Lee 숭실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WP 09-09 / 32쪽

In Huh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

하였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MRA는 미국 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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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업의 수평적 FDI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이론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FDI 진흥정책에 MRA
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연구진 | Yong Joon Ja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 An Exploration of an Integration Index and its Application for Asian Regional Community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동아

WP 09-07 / 41쪽

시아의 경우와 주요 지역통합체인 ASEAN, EU, MERCOSUR, NAFTA의 경우를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형도·박제훈(2007)의 지역통합지수의 기준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통

➲T
 rade Openness and Vertical Integration: Evidence from Korean Firm-Level
Data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수직적 분업이 급증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도 활발해지고

140

합지수를 새로이 제시하고, 기존 지역의 지수를 2007년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계산함으로써, 가장 최근연
도까지 통합의 정도를 측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기능적, 사회문화적, 정치안보 및 제도적 통합에 대한 기
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및 다른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 지수를 측정하였다.

있다. 그러나 이론적 연구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분석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통합의 초기단계인 1994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와 사회

논문에서는 한국 제조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무역자유화가 기업의 수직적 통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문화적 통합지수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정치안보지수와 제도적 통합지수에서는 낮은 수

칠 수 있는 결정변수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무역개방도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에 부(負)의

준을 기록하였다. 지역공동체의 부재에도 역내교류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아시아 통합을 이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업의 조직형태에 지리적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네 가지 조

정치적 리더십은 부족하였고, 정치안보역학구조에서는 통합에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

직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역자유화는 국내 수직적 통합에는 부(負)의 효과를, 국경간 수직적

나 발전단계인 2000년에는 기능적 통합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에서 모두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

통합에는 양(陽)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논문은 무역자유화 이외에도 거래비용이론

주었다. 2007년에는 대부분의 지수가 상승하였지만, 기능적 통합지수는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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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문화적 통합지수는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 한류 등 문화적 교류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의 확산이 동아시아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안보지수는 여전히 통합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의 부
재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지역통합의 초기 상황을 비교해 보면, NAFTA가 가장 앞서 있고, ASEAN과 EU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MERCOSUR와 동아시아 및 동북아는 상대적으로 통합의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단계
에서는 EU와 NAFTA가 가장 앞선 반면, ASEAN과 MERCOSUR가 그 뒤를 따르고,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다른 지역통합체의 통합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상황을 보면 EU가 4.8점으로
다른 공동체에 비해 가장 앞서 있으며, ASEAN과 NAFTA, MERCOSUR는 3.2~3.3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 동아시아와 동북아는 모두 2.6점으로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검토중에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향후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을 증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소개

째, 동아시아는 기능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내 교역과 같은

되지 않은 러시아 반덤핑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

실물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을 높이고,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의 반덤핑규범은 전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유사하게 제정되었으나 실체적 · 절차적 발동요건에

아시아 역내 경제 및 통화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발생

있어 몇 가지 특징적인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하는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상의 기회를 확대하여 역내 국가 간에 문제해결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러 BEPA 협상의 반덤핑조항 작성시 검토할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지역통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지역 및 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추진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
2009년 주요 연구

러시아는 현재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EPA: Bilateral Economic

▶ 연구진 | Sherzod Shadikhodjaev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1 / 70쪽

양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원

수적이다. EU의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핵심적 양자관계를 형성하여 전체 통합과정의 주축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2009년 주요 연구

➲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핵심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 Heungchong Ki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 외

WP 09-10 / 40쪽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고급 전문인력 위
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
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
제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
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 전문인력 비중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과 우수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편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과 유학생 취업박람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 연구진 |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2 / 78쪽

양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원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2008년 12월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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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필

제가 회복국면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이어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G-20를 중심

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배포된 농업부문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

으로 각국 경제의 동향과 출구전략을 재정, 금융, 통화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세

과 의미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분석 ·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농업부문의 전략적인 이행계획서

계경제를 전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를 작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보조에서 품목별 보조금 지급상한이 설정될 것에 대비

▶ 연구진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 외

지역연구시리즈 09-02 / 164쪽

하여 농정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행계획서 작성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세번별 시장개방 스케줄과 이들 FTA 체결국가로부터의 수입흐름
을 세번별로 비교 · 검토함으로써 양자협상과 다자협상간 관세감축의 조화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3 /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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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cial Safety Ne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지역연구시리즈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 이중적 충격을 겪고 있다. 하나는 세계화의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변환의 충격이다. 세계화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고, 그 중에서도

2009년 주요 연구

2009년 주요 연구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인구변환과정의 충격과 심각성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

➲독
 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

고, 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화안전망에 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실물경제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동남아시

본 연구는 독일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

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충격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하는

사, 무역 및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 그리고 실증분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본 논문은 동남아 지역의 이러한 이중적, 삼중적 충격, 특히 인구변환이라는 충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기업들은 EU 신규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 국가들과 국제분업

격의 성격과 규모를 다루고, 대응정책을 모색하며, 그 대응정책의 하나로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는 데서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는 독일 기업의 경쟁력과 독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독일의 수출에 긍정적 기

당면할 과제와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일련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

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에 관해 특기한다.

▶ 연구진 | 김균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지역연구시리즈 09-01 / 64쪽

▶ 연구진 | Kye Woo Le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동북아연구시리즈 09-01 / 60쪽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

➲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 Vadis?”
➲글
 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최근 체결된 몇몇 자유무역협정(FTAs)은 그것의 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역외가공제도”를 포함시키고

144

대공황 이후 가장 빠른 경기하강세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공조노력과 대응에 힘입어

있다. 본래 FTA 영향권 내에서 수입출국 물품의 제조과정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지켜질 때, 당사

2009년 중반부터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세계경

국의 상품은 다른 당사국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FTA 본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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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역외가공사업이다. 이 특별제도 내에서, 당사국의 제조업자는 역외가공제를 통해 물품을 비당

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국으로 보낼 수 있으며, 가공된 물품을 마감 작업의 목적으로 재수입할 수 있다. 최종 생산물은 FTA가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

부과한 조건에 합당하는 한, 수입국이 제공하는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다.

외수출의 증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 대북

본 논문은 현재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FTAs) 체제하에서 다양한 역외가공 사업 계획안을 살펴보고, 특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결국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히 이스라엘, EU, EFTA,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협정들을 인접국과(제3국의 내용과 원료규정) 비교하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제재에 있어서는 UN 회원

고자 한다. 더불어, 경제 ·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측면의 고찰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국들이 UN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계획안과 동반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 연구진 | Norio Komuro·Kobe대학 교수

동북아연구시리즈 09-02 / 102쪽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Fragmentation and Export Margins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
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소지역(sub-region) 간 산업내무역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2009년 주요 연구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무역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역별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셋째,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

1988~2006년 동안 일본 41개 소지역과 한국 간 교역의 Grubel-Lloyd 산업내무역지수(GL 지수)를 산출하

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였다. 산업내무역 흐름을 기존의 국가간이 아닌 소지역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양국간 생산분할의 특징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GL지수에 보다 뚜렷이 반영되었다. 즉, 일본의 소지역(현, 縣)과 한국 간의 교역으로 데이터를 제한하였

넷째,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내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은 일본 소지역 수출의 외연적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한계(extensive margin) 및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를 새로운 변수로서 설정하고 산업내무역 회귀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분석 결과 산업내무역은 새로운 수출품목 다양화에 의해 촉진되는 반면, 기존 수
출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 | Yushi Yoshida·Kyusgu Sangyo대학 교수

▶ 연구진 |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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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시리즈 09-04 / 52쪽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동북아연구시리즈 09-03 / 38쪽

➲국
 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 추정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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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 공동농업정책, 예산, 확대된 EU에서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활동 분야에 이르는 전통
적이면서도 새로운 공동체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EU 통합이 심화되어 유럽의 국제적 위상이 빠르
고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U 확대로 인한 단기적 효과분석에서 신규회원국들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 사항

➲O
 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들이 대부분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EU 차원에서의 신규가입국들에 대한 명확한 통합 전략이 요구됨을 강
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유지적인 사고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편협적이고 국수적인 시각에서 유
럽을 우선시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EU(유럽연합)의 ODA(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시작으로 ACP 국가(아프리카,

자칫 신규회원국들의 특징도 비슷하고 성공적인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직면한 과제도 비슷한 것으로

카리브 해, 태평양 연안국), 북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EU의 ODA 정책을 다루고 있

오해할 수 있지만, 경제구조나 정치적 관심뿐만 아니라 준비정도, 더 나아가 EU 회원국으로서 경험하게

다.

되는 긍정적·부정적 충격에 대한 적응력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확대된 EU

우선, 일관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EU ODA 정책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 “연성권력”이라는 이
론적 관점에서 EU의 ODA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개발원조가 명성에서부터 국제적 행위자들에 대한 영
향력과 설득력에 이르기까지 “권력”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EU는 ODA를 외교정책 어
젠다 달성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연성권력의 단면”이라고 분명히

내에서 중·동구유럽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 전술적 동
맹을 형성하여 예산의 재분배 혹은 재구성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 연구진 | András Inotai 헝가리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연구소(IWE)

연구자료 09-18 / 74쪽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최근의 개발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EU전략을 “연성권력”의 “경험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9년 주요 연구

그 다음으로 EU의 ODA 전략 경험이 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두 지역이 매우 다르다 하더
라도 EU가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개별 지역 행위자들의 정치적 의지, 기
본적인 제도적 틀, 통합된 ODA 비전, 그리고 금융 수단의 지원이라는 EU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도

2009년 주요 연구

Conference Proceedings

세미나자료모음

ODA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적어도 국가 ODA 정책과 아시아 주요 수여국 사이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
력과 조화조차 큰 진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에 대한 유럽의 의견수렴”전략으로부
터 “개발에 대한 아시아의 의견수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아시
아 개발 기관”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 연구진 | Silviu·Jora Kobe대학 교수

연구자료 09-17 / 38쪽

➲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
본서는 2009년 6월 30일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 자료 모음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라호텔 다
이너스티 홀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한국의 대북 전문가들을 모아 ‘북한의 장래와 국제사회의 대

➲T
 he Impacts of Enlargemen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북정책 과제’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째 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체계구축과 북한경제개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과제가 논의되었고,
둘째 세션에서는 후계체제 구축시기의 북한과 주변 4국의 관계전망 및 대북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유럽연합(EU)의 확대는 중·동구유럽 통합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EU의 확대는 EU 차원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신규 가입한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EU 확대과정에서의 협상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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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는 Charles Pritchard(KEI), Seungjoo Baek(KIDA), Yuzhi Qiao(Peking University), Scott
Snyder(The Center for U.S.-Korea Policy and Pacific Forum CSIS), Huji Zhao(Party School), Alexander
Zhebin(CKS, IFES), Narihiko Ito(Tokyo University) 등 각국의 대북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연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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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omment는 Byung-Yeo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Brendan Howe(Ewha Womans University),

경제로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아·태 지역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경주

Byeong Cheol Lim(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Ho-Yeol Yoo(Ohio State University), Suk Lee(KDI), Jae-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을 대외경제관계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Nam Ko(University of Missouri), Jung-Sik Kim(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등이 참여하였다.

서 앞으로 한·러 양국의 통상협력 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자원-에너지 중

(연구자 및 Commenter 확인)
▶ 연구진 | Edited by Myung-Chul Cho and Jiyeon Kim

심에서 지식 및 혁신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나노산업, ICT산업,
CP 09-01 / 190쪽

원자력, 우주항공, 무선 · 전자, 조선업을 핵심 발전산업으로 선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한국
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설
정하여 정부간 통상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1990년대에 양자간에 체결한 지식재산
권협정, 해운협정, 건설협정 등도 일부는 양자간 교역증대 추세를 감안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
아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거대한 러시아와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앞서서 높은

단행본

수준의 FTA 체결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점에서 앞으로 한 · 러 FTA의 많은 부분은 상품관세율의 감축
보다는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할애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양국간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역과 투자를 행하는 주체인 기업이나 민간인들의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은 향후 양국

➲С
 тратегии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опыт компа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무역 및 투자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첫째, 양국 기업간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양국간에 매
년 상호 교차 개최함으로써 상대국의 소비자들에게 서로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2009년 주요 연구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

다. 셋째, 기업차원에서 양국간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국 문화에 대한 이

자업종의 범위도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진

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양국 상품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무역투자증진 방안이

출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요인에도

될 수 있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러시아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

2009년 주요 연구

▶ 연구진 |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
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를 교역 및 투자 유망국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법 제도의 미

Policy Analyses

비,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 러시아의 미비한 시장환경이
한 · 러 통상협력 특성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개선 등 기업 자체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
하지만,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

➲ 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다도 러시아 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교역 및 투자환경이 좀 더 글로벌화된다면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유망진출 분야 및 향후 통상협력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러시아가 WTO 가입을 통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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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로 번져 나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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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큰 틀을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원국의 국가수반이 참여하는 G-20 체제의 부상은 2차세계

지역 많은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경제권이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지배구조인 브레튼우즈체제에

의 열두 개 통화의 국제 통화와 지역 통화로서의 자격과 한계를 점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통

필적하는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로 보여진다.

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통화는 없다는 결론을

그러나 G-20 체제는 브레튼우즈체제가 만들어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를 보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일통화를 이용하는 통화동맹(currency union)이 만들어

유하지 못함으로서 실체가 없는 지배구조의 형태를 보인다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G-20 체제는 풀어

진다면,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경쟁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한다. 본 보고서는 2009

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포스트 금융위기 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비회원국의 참

년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G-20 국제세미나에 발표된 논문들의 수정보완판을 수록하였다. 또한 이

여 채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할지 답안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G-20체제의 지속을 위해 기후

논문 이외에 본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리차드 포르

협약과 같은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 국제사회에서의 결속을 위한 의제를 공식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

테스 (Richard Portes) 유럽 CEPR 연구소장의 ‘G-20체제는 G-7과는 완연히 다른 체제로서 장기적인 지배

으로서 발전해 나갈 필요도 있다.

구조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스베인 안드레센 (Svein Andressen) 국제금융안정위원회 (FSB) 사무총

3차에 걸친 정상회의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개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장의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장기적 정책수립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내년 G-20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는 많이 진정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하나 출구전략의 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지지를 보내야 하며 FSB 차원에서도 국제유동성의 최소기준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계획’이라고 천

일어나고 있고 2010년 중 경기회복의 구체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G-20 체제가 풀

명한 부분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려고 시도했던 글로벌 경제의 단기적인 목표는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 과정에서 G-20 체제

▶ 연구진 | CEPR,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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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본 보고서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G-20 체제에서 논의
되는 대표적인 주제인 무역부문에서의 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FTA의 증대 현상, 국제거시분야에서 글
로벌 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달러화 위치 약화에 따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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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경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규제개혁이 개도국시장의 참여가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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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신현송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금융기관
의 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 항목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흥국 경제와 미국경
제 간의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신흥국 경제는 은행권의 위기(banking crisis)
와 통화위기(currency crisis)의 쌍둥이 위기(twin crises)에 취약하며 미국의 통화정책과 과열된 주택경기
의 역할을 제외하고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찾는 작업은 불완전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 에베네트 (Simon J. Evenett) 스위스 생갈렌대학 교수는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무역에서
보호주의 추세가 부상하는 데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G-20 체제에서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장에서 우라타(Shujiro Urata)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는 FTA가
국제무역질서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인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다양한
FTA의 통합을 통해 다자간 무역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할 때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기조가 지켜질 수 있
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5장에서 톤스텐 벡 (Thorsten Beck) 네덜란드 틸부르크대학 교수는 G-20 체제
에서 중요한 의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신흥시장국의 참여가 중
요하며 특히 신흥국의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는 시장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시장 효율성의 증대
라는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6장에서 백승관과 오용협은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 달러화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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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2009년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전망

오용협 외

09-23 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

김준동 외

09-24 2009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세계지역연구센터

09-25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간의 이행 현황 및 시사점

김한성ㆍ김민성

09-26 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손기태ㆍ강유덕ㆍ김민희

09-27 북ㆍ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이종운

09-28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박월라ㆍ박현정ㆍ배승빈

09-29 저출산의 국제비교-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손기태ㆍ김민희

09-30 초저금리하에서의 주요국 통화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동은ㆍ박영준

09-31 일본 민주당 신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규판ㆍ이형근

09-32 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조충제ㆍ이준규ㆍ송영철

09-33 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윤덕룡ㆍ오승환

09-34 중국경제 60년 평가와 전망

양평섭ㆍ나수엽

09-35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정지원ㆍ박수경

09-36 최근 두만강지역 개발 동향과 정책 시사점

조명철ㆍ이종운

09-01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정성춘

09-37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시사점

윤덕룡ㆍ오승환

09-02 G-20 체제의 주요과제와 대응방향

오용협ㆍ김연실

09-38 최근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실태와 전망

김양희ㆍ김은지

09-03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 현황 및 시사점

정지원ㆍ박수경

09-39 TBT(무역상 기술장벽) 관련 WTO 내 논의 동향과 시사점

장용준ㆍ남호선

09-04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김한성

09-40 2010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금융시장

오용협ㆍ오승환ㆍ김연실ㆍ허 인

09-05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조명철ㆍ김지연

08-41 2010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통상환경

김준동 외

09-06 일본 EPA의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와 시사점

김양희

08-42 2010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지역경제세계지역연구센터

09-07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시사점

윤덕룡ㆍ오승환

09-08 런던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정 철ㆍ오용협ㆍ김연실

09-09 제3기 김정일 체제의 특징과 2009년 예산평가

조명철ㆍ김지연

09-10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수지 변동 원인과 시사점

정 철ㆍ서진교ㆍ김정곤

09-11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이승신ㆍ양평섭

09-12 최근 유엔(UN)의 대북제재 동향과 전망

조명철ㆍ김지연

09-01 중ㆍ페루 FTA 타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여지나

09-13 주요국의 전략산업 FDI 규제동향과 시사점

현혜정

09-02 중국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양평섭ㆍ나수엽

09-14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이재영

09-03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

박혜리

09-15 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 의의와 시사점

오용협ㆍ오승환

09-04 러시아ㆍ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의 시사점

주진홍ㆍ황지영

09-16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홍익표ㆍ이종운

09-05 중국 10대 산업 진흥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양평섭ㆍ나수엽

09-17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 및 전망

이인구ㆍ오승환ㆍ허 인

09-06 동유럽 금융위기의 파급전망과 시사점

이철원ㆍ이현진

09-18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경제대책과 시사점

이형근

09-07 일본기업의 고용조정 가속화와 정책대응 변화

김은지

09-19 최근 유가상승의 요인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허 인ㆍ김연실

09-08 최근 미국 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점

오승환ㆍ김종혁

09-20 한ㆍ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ㆍEU FTA에 대한 시사점

강유덕

09-09 글로벌 위기하의 중동경제: 영향과 대응

박복영ㆍ박철형

09-21 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정성춘

09-10 말레이시아 경기부양조치의 내용과 평가

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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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동유럽 금융위기 이후 EU의 대책과 전망

이철원ㆍ이현진

09-47 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비준과 의미

오태현

09-12 코카콜라의 중국기업 합병 금지 결정과 시사점

박현정

09-48 중동 국부펀드의 해외기업 인수 동향과 특징

박철형ㆍ윤서영

09-13 남아공 경제에 대한 글로벌 위기의 영향과 전망

박영호ㆍ허윤선

09-49 유럽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 전망

강유덕ㆍ김균태ㆍ오태현ㆍ이현진

09-14 태국의 정정불안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이재호

09-50 글로벌 경기침체 속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오태현

09-15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시사점

여지나

09-51 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나수엽

09-16 최근 인도의 경기 동향과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송영철

09-52 인도네시아 제2기 유도요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백유진

09-17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 당선과 경제정책

박영호ㆍ허윤선

09-53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및 시사점

김규판ㆍ김은지

09-18 인도 통일진보연합(UPA) 재집권과 전망

조충재ㆍ송영철

09-54 경제제재하 이란의 대외경제동향과 이란ㆍ중국관계의 발전

박철형ㆍ윤서영

09-19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1/4분기 경제 동향 및 전망

주진홍

09-55 금융위기 이후 세계 이주ㆍ송금액 동향

한바란ㆍ김민희

09-20 미국 대형은행 자산실사: 배경, 결과 및 전망

고희채ㆍ이희연

09-21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이승신ㆍ이장규ㆍ배승빈

09-22 1/4분기 러시아 경제 동향과 2009년 전망

황지영

09-23 중국의 지역별 경제성장: 최근의 추이 변화

이장규ㆍ배승빈

09-24 남미은행의 출범 배경과 전망

권기수

09-25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강유덕

09-26 인도네시아 최근 5년의 경제성과와 시사점

손기태ㆍ김민희

09-27 한ㆍ폴란드 경제협력, 양국 경제회복 촉진계기

이철원ㆍ오태현

09-28 중ㆍ홍콩 CEP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서비스협상을 중심으로

여지나

09-29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발전과 시사점

손기태ㆍ김민희

09-30 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벨로루시 관세동맹 설립과 WTO 가입 전망

Sherzod Shadikhodjaevㆍ황지영

09-31 인도 신정부 신예산안과 주요정책

조충제ㆍ송영철

09-32 글로벌 경제위기와 MDG 이행현황

정지선

09-33 최근 중국의 반덤핑 현황 및 시사점

여지나ㆍ박민숙

09-34 FTA 대상국으로서 GCC 시장 평가

박철형

09-35 EU의 자동차 CO2 배출규제와 시사점

오태현

09-36 “Buy China”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의 중국 조달시장 진출방안

박혜리ㆍ조미진

09-37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와 시사점

강유덕

09-38 아일랜드 경제위기 과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김균태

09-39 최근 인도 FDI 유입 급등과 시사점

송영철

09-40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주요 방향과 전망

이준규ㆍ이희연ㆍ고희채

09-41 한ㆍ칠레 FTA 발효 5주년 평가: 농산물 교역을 중심으로

조미진ㆍ박지현

09-42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국통화 무역결제시스템 추진 현황과 전망

권기수

09-43 GDP 지출항목별로 본 주요국의 경제회복 과정과 시사점

허 인ㆍ박영준

09-44 중ㆍSEAN FTA 투자협정의 내용과 시사점

여지나ㆍ박민숙

09-45 중앙아시아 외국인 농업투자 현황과 시사점

조영관ㆍ이시영

09-46 독일 총선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전망

김균태ㆍ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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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간행물

Ⅲ

대외경제연구 JAEI

부록

> 2009년 상반기호 제13권 1호 통권 30호

2009년 주요 연구

Greenhouse Gases Emissions Reduction and WTO Trade Rules

Younghwan Kim

Decomposing the Cyclical Movements in the Real Price of Equipment

Kwang Hwan Kim

Out-of-sample Forecasting Performance of Won / Dollar Exchange Rate
Return Volatility Model

Ho-Jin Lee

Structural Break in the Real Exchange Rates: The Asian Crisis

Hoe Sang Chung and
Young-Yong Kim

Modeling and Forecasting the Volatility of Eastern European
Emerging Markets

Sang Hoon Kang and
Seong-Min Yoon

일본기업의 이사회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차운아 · 정태훈

> 2009년 하반기호 제13권 2호 통권 31호
What is Driving Global Imbalances?: The Global Savings Glut Hypothesis Reexamined Jai-Won 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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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the Chinese Stock Market

Yu Hua An

A Dynamic Approach to the FDI-Environment Nexus: The Case of China and India

Jungho Baek and
Won W. Koo

Forecasting Performance of Asymmetric GARCH Stock Market Volatility Models

Ho-Jin Lee

한국금융시장의 국내외 연관성 분석

이대기 · 유병학

서비스 오프쇼링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을 대상으로

박순찬

중국 상장기업의 산업별 경쟁력 추이 연구: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정무섭 · 표민찬

중국의 내수확대정책과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

오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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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직

2. 조직별 업무 분장

부서
원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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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시금융실 >

부원장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 산업 개방에 대한 연구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연구
•국제금융센터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
•남북한 금융·통화 협력에 대한 연구

국
제
거
시
금
융
실

부 록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무
역
투
자
정
책
실

세
계
지
역
연
구
센
터

연

지

구

식

조

정

정

보

실

실

감

•한국의 무역·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 수출입 및 무역구조에 대한 연구

사

- 국제투자(FDI, ODI)에 대한 연구
•WTO 연구

실

부 록

- WTO 및 다자차원의 국제무역질서 정립에 대한 연구
- DDA 협상의 영향 및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
무역투자정책실 >

-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업무
•FTA 연구

국
제
거
시
팀

국
제
금
융
팀

W

F

O

T

T

D

O

A

A

팀

팀

팀

동
북
아
경
제
협
력
팀

통
일
국
제
협
력
팀

중
국
팀

일
본
팀

미
주
팀

유
럽
팀

동

아

서

ㆍ

남

중

아

동

팀

팀

- 지역무역협정의 동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지
역
연
구
협
력
팀

-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략에 대한 연구
•APEC 연구
- 아·태 경제협력 및 APEC 관련 연구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업무지원
•미·일·중·러, EU, 중동구, 중남미, 동서남아, 중동·아프리카, 대양주 등 주요 지역 경제동
향에 대한 연구

북
경
사
무
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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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A구
P컨
E소
C시
엄

•주요 지역별 대외경제관계의 현황 및 對韓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미
K
E
I

세계지역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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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업무분장

연구직

원장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연구

위원급

원급

44

41

1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운영

전문직

행정직

기능직

합계

8

9

16

119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국 전문가 초청 공동연구
국제개발협력센터 >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관련 연구

⦁ 연구진 현황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한 연구
•통일대비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연구 및 대외원조전략 관련 연구
•ODA 사업평가 및 국제개발컨설팅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지식정보실 >

•전산 운영
•연구성과물의 출판, 배포 및 홍보

부 록

•사업계획 수립, 실적평가, 세미나, 연구용역
연구조정실 >

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부원장

정여천

러시아 및 한·러 경협(독, 뮌헨대)

연구조정실장

서진교

WTO 농업통상(미, 메릴랜드대)

국제거시금융실장

오용협

국제금융시장 / 금융허브(프, 고등사회과학원)

무역투자정책실장

김준동

서비스 / 외국인투자(미, 시카고대)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

김흥종

유럽연구 / 통상 / FTA(서울대)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조명철

북한경제 / 남북경협(북, 김일성종합대)

지식정보실장

김윤실

정보관리 / 정보정책(연세대)

김상겸

아·태 경제협력 / 무역원활화(미, 펜실베니아대)

윤덕룡

금융협력 / 남북경협 / 거시금융(독, 키일대)

이장규

중국경제(미, 피츠버그대)

이창재

경제협력 / 개발협력(프, 파리Ⅰ대)

조종화

환율제도 / 국제금융(미, 워싱턴주립대)

최낙균

통상 / 무역(미, 텍사스오스틴대)

권 율

ODA정책전략(서강대)

김양희

일본경제(일, 동경대)

박복영

중동원조정책(서울대)

박월라

중국경제(중, 사회과학원)

이재영

러시아, CIS 경제(러, 모스크바국립대)

정성춘

일본 / 환경 / 기술경제(일, 히토츠바시대)

정 철

국제무역 / 문화 / 노동(미, 미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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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년 예산 현황
연구위원

세입
1. 정부출연금
2. 자체수입

예산액(원)

세출
1. 인건비

7,774,330,000

정형곤

경제협력 / 남북경협 / 경제특구(독, 쾰른대)

6,433,705,000

2. 사업비

16,993,001,000

지만수

대중투자(서울대)

1,402,374,000

강유덕

서유럽(프, 파리정치대)

권기수

남미 / MERCOSUR(한국외국어대)

김규판

일본경제(일, 게이오대)

김영귀

무역수지 / 농업(미, 미시건주립대)

4.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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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원)

부 록

20,028,000,000

3. 경상운영비

합계

* 2009년 12월 현재

26,461,705,000

합계

292,000,000
26,461,705,000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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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김태윤

동서남아지역(미, 오클라호마대)

김한성

동남아 / 대양주 / 원산지(미, 워싱턴주립대)

박영준

국제금융 / 금융협력(미, 버지니아대)

박영호

아프리카 / ODA(한국외국어대)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부연구위원

부 록

초청연구위원
초청연구원
계

국제통상법/ CIS지역연구(고려대)

성한경

서비스 / 경쟁 / CGE(미, 오하이오주립대)

손기태

동서남아지역(미, 뉴욕주립대)

송영관

국제무역 / 서비스(미, 위스콘신메디슨대)

양평섭

중국경제 / 산업·무역(한국외국어대)

이동은

국제금융 / 거시금융정책(미, 인디아나대)

이승신

중국경제 / 외국인투자(대, 국립정치대)

이준규

FTA / 북미경제(미, 남가주대)

장용준

FTA(미, 인디애나대)

정지원

국제무역 / 국제개발협력(미, 플로리다대)

조미진

무역과 개발 / IPR(미, 브라운대)

조충제

인도지역경제(한국외국어대)

한바란

아중동경제(미, 코넬대)

허 인

금융협력(미, 로체스터대)

김박수

유럽(프, 그레노블대)

윤창인

무역 및 환경(한양대)

윤성학

중앙아시아(연세대)

조영관

중앙아시아(모스크바)
48명

⦁
2009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0년 12월 5일
인쇄일 2010년 12월 10일
펴낸이 채 욱
펴낸곳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우)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화

02-3460-1178, 1179

팩스

02-3460-1144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홈페이지 www.kiep.go.kr
Ⓒ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집디자인·인쇄 마루금기획 031-954-0711

⦁

164

KIEP 2009 연차보고서

2009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09

2 0 0 9
연차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