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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이홍식 (2010. 11)
ISBN 978-89-322-1325-5/A5/205면
10,000원

세계경제위기에 따라 지난해 크게 위축된 세계무역은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
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이 심화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에서는 일본, 독일 등 수출대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반대로 미국 등 선
진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래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가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변해왔으며, 국제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교우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
에 대해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이 무
엇인지를 포착하기 위해 생산요소, 기술격차, 지리적 요소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적으
로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의 무역구조 및 비교우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ASEAN,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주요 10개국에 대하여 다양한 비교우위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Balassa의 현시
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 인도, 러
시아, 브라질 등의 RCA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분석해보
면 1992~2009년 기간 중에 한국의 경우 농업, 광업, 기타 제조업 등의 RCA 지수가 하
락추세이며 비교열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섬유, 화학, 금속산업의 경우 비교우위상
태이지만 RCA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수준별로 제조업분야의 RCA 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경우 고급기술과
중위저급기술 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중국, 일본,
ASEAN, 미국, EU, 멕시코 등은 주로 고급 및 중위 기술수준의 RCA 지수가 상승세인
데 반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주로 저급기술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대조적이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산출해보면, 한국, 중국, ASEAN, 유럽, 브라질, 러시아 등의 경우 비교우위상태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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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6년에 RSCA 지수는 12.6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 계속 하락하다가 2009년에 다시 12.0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ASEAN의 경우 RSCA 지수가 최근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EU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2.0~4.2의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과 EU는 RCA 지수와 더불어 RSCA
지수도 안정적인 점이 특기할 만하다.
무역집중도지수를 통해 수출이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해보면, 중국,
EU 등의 무역집중도는 10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무역구조가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 일본, ASEAN, 인도, 브라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
정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의 무역집중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산업내무역지수는 1990년대 초반에 32수준이었으며 다소간의 등락을 거
듭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36~41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무
역에서 산업내무역이 아직까지 산업간무역보다 비중은 낮지만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국의 수치를 보면 ASEAN, 미국, EU, 멕시코의 경우 우
리보다 크게 높은 반면,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업내무역을 수평적 산업내무역,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
역 등으로 세분해보면 한국의 경우 수평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은 최근 하락하고 있으며 고품질 산업내무역
은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고품질 위주보
다는 질적으로 유사한 제품 또는 저품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3장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우위의 동태적 변화패턴을 분석하였
다. 우선 본 장에서는 비교우위의 상태가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화하는지를 확률적으로
제시하는 마르코프 전이행렬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2000~05년, 2005~07년, 2007~09년 등 전 분석대상기간 중에 기존의 비교우위 상태가
변화되기보다는 유지되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체 분석대상기간에 걸쳐 모든 비교우위 구간
에서 해당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확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간
우위산업이 우위산업으로 비교우위가 강화된 경우와 중간열위가 중간우위로, 열위산업
이 중간열위로 비교우위가 개선되는 확률이 2005~07년에 비해 2007~09년에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일본, ASEAN 등은 해당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확률이 증가추세이기는 하
지만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EU의 경우에는 우위산업을 유지할 확률이
감소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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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장에서는 동태적 산업내무역지수로서 한계 산업내무역지수(MIIT)를 분석
하고, 이를 초기의 특화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IPS)와 초기의 특화상태를 변동
시키는 경우(SS)로 분해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계 산업내무역지수가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세
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계 산업내무역지수의 변화요
인으로 IPS 지수와 SS 지수로 분해해보면 분석대상기간 동안 IPS 지수는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SS 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
하면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교우위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났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세계경제위기 전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우위의 고착 및 수렴 여부를 추정
해보면, 모든 나라의 비교우위 패턴에서 β특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화
가 약화되는 회귀효과(regression effect)를 나타내는 (1-β)의 값과 비교우위 변화의 가
능성을 보여주는 이동효과(mobility effect)를 나타내는 (1-R)의 값을 비교해보면 국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산업별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산업의 β추정치가 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농업, 화학, 운송, 기계 등의 경우 2007~09년의 기간 중 β추정치가 2005~07년의
기간에 비해 하락하여, 비교우위 패턴이 국가간에 수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는 생산요소를 비교우위의 창출요인(sources)으로 고려하는 헥셔 - 올린모
형, 기술격차를 중시하는 리카도모형, 거리 등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는 중력모형 등
을 통합하는 추정식을 구축하고 국제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창출요인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수
출된다는 헥셔 - 올린모형의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어떠한 추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산요소에 대한 추정부호는 유의성이 있는 결과에서 모두 플러스로 나타났다. 예외적
으로 자본만을 생산요소로 고려한 경우와 자원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는 자본
의 추정부호가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리카도모형에서는 기술격차가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본 연구
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추정부호는 유의성이 있는 결과에서 모두 플러스로 나
타났다. 다만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와 기술을 모두 포함한 경우와 산
업별 추정결과는 기술격차가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으로 유의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격차의 예측력에 대한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력모형은 거리, 공통된 국경과 언어, 식민지, FTA 체결 여부 등의 지리적인 요인
을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중력모형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거리, 공통국경, 식민지, 공통언어, FTA 등 중력모형에 따른 파라미터
는 대부분의 경우 예상과 일치하는 부호를 가지고 있으며 0.1~5%의 수준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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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진국, 기타 유럽, 중남미의 경우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식민
지관계의 부호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무역전환효과에 따라서
FTA 더미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패턴을
Hecksher-Ohlin-Vanek-Leamer(HOVL) 모형에 기초하여 내수 대비 순수출에 내재
(embodied)되어 있는 요소투입량의 비중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세계 교역에서 한국은 인적자본 중 서비스/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생산요소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다른 결과를 나
타내고 있는데, 먼저 미국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요소에서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요소부존의 순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물적자본의 경우 소프트
웨어의 요소부존량 순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와 반대로 수송기계
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은 사무직종사자보다는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과 같이 단순 인적자본에 대한 요소부존의 순위가 높게 나
타났다. 또한 농업 및 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의 요소부존량 순위도 높게 나타났다. 한
편 중국의 경우 우리의 예상대로 인적자본 중에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높은 요소부존량 비중을 나타내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사무종사자
의 경우 서비스/판매 종사자보다 높은 요소부존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가 예상
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에 따라 선진국 및 후발개도국과의 교역에서 요소부
존도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아직도 우리의 인적자본 축적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비중이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고 농업 등 단순생
산자의 비중은 높다. 다시 말해서 교역상대국별 요소부존 순위로 우리나라의 교역구조
를 살펴보면 대선진국 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낮은 단순 기능
종사자에, 그리고 대개발도상국 무역에서는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은 사무직에 상
대적으로 인적자본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제6장은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기존의 비교우위제품에 특화한 것은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빠
른 회복세를 견인한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정 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는
수요자의 선호 변화와 같은 또 다른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고착될 위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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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다변화 및 비교우위제품 발굴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인프라 지원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사업에 대한 참여지원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상대국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 및 수요패턴의 변화에 신
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출상품을 업그레이드해나가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주요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
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제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출제품의 기술경쟁력
을 시급하게 제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기업의 사업실패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국제무역의 구조 변화와 세계적 차원에서 소비자 선호의 동질화현상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교우위 창출요인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비교우
위의 창출요인이 모든 나라와 산업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수출대상국 및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
하고 있는바, FTA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창출요인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적자본의 축적과 이를 통한 지식창출 및 혁신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
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 고숙련인력이 아직까지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세계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활동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지
식집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개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서 전문가 및 고
숙련인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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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현혜정․장용준․강준구․김혁황․박철형 (2010. 12)
ISBN 978-89-322-1326-2/A5/230면
10,000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
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
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
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
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
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
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
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
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
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
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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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
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
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
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
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
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
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
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
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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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0-02-17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서정민․김영귀․박지현․김정곤․금혜윤 (2010. 12)
ISBN 978-89-322-1327-9/A5/278면
10,000원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인 수준
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 혹은 다
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에서 국제적 협력수단으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
점을 맞추었다. 먼저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
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연계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각 연계 종류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계는 배출권거래시장
의 확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기업들로 하여금 감축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한다는 일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권시장이 상호 연계된 국가들 간에
는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측면뿐
아니라 무역정책 측면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계는 형태 측면에서 직접연계와 간접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연계는 상대 배출
권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권의 사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EU ET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간접연계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배출권시장이 특정
배출권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서로의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대
체재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현재 CDM 시장이 공통적으로 연계된 배출권시스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접연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간접연계는 연계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직접
연계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국제
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
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연계전략을 활용할 경우, 단기에는 연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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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최소화와 경험축적을 위해 간접연계를, 중간기에는 연계로 인한 편익 최대화를 위
해 직접연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간접연계의 대상이 될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를, 4장에서는 직접연계의
대상이 될 주요국 배출권시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계와 관련된 주요 설계변수별로 비
교․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
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는 배출권시장에 초점을 맞
춘 부분균형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3장의 간접연계와 관련하여서는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
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
에 대한 연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공통 오프셋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
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
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접근성을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화’를 제안하였
다. 이 제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4장의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접연
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장에서는 배출권시장 이외 상품시장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
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인 GTAP-E 모델을 사용하여 우
리나라와 간접연계 및 직접연계에 적합한 국가들을 모색하였다. 이때 연계를 통하여 우
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가군을 찾는 동시에,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상대국도 우리
나라와의 연계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일부를 주
요 개도국에서의 크레디트를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는데, 자국내 감축비
중을 낮추고 크레디트 감축비중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을 감축해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개도국에
서 감축할 때 저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부
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으로는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연계하지 않을 때 실질GDP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계는 양국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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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익을 가져오므로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직접연계의 경우,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Annex 1국가
들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적이며, 자국의 높은 한계저감비용으로 인해 적극
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부문들은 생산을 통한 이
윤보다는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윤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
되어 나가는 각 단계별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도입이 여전히 논의 중인 시점에서 국제적 연계는 너무
요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인 국제배
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개별국가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전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배출권거래제의 거래주체는 일차
적으로 회원국이며,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일차적 목표는 각 회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수
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
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당분간 느슨한 다자협약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의 중요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의 형태일 경우에도 시장예측성으로 인한 연계의 활성
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형태와 연계 간의 관계는 Jaffe and
Stavins(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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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
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
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에 대
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될 원산지규정이 가지
는 의미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보
았다. 분석대상에는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부터 2010년에 발효된 한․인도
FTA까지 5개 기발효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는 한․미, 한․EU FTA 등 한국이
체결한 7개 FTA와 한․중․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ASEAN과 체결
한 ASEAN+1 FTA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ASEAN+1 체제는 여전히 유효성
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된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이 체결한 FTA와 일관성을 유
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체결한 ASEAN+1 FTA의 원산
지규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때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추정해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은 한국의 여타 FTA와 비교하거나 NAFTA 혹은
EU의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와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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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2개를 선정하여 각 FTA별로 적용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체결해온 7개
FTA를 통틀어 보면 약 45%를 기록한 반면 ASEAN+1 FTA의 경우 약 75~100%에
달한다.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정기준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인도․ASEAN FTA를 제외할 경우 그 적용 유형이 FTA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稅番變更) 기준이나 부가가
치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전체 FTA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아시아 FTA에서도 도입될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많은 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1 FTA에서 일반 결정기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결정기준이 적
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 대
립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동아시아형 원
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갖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중․일 3
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이 이미 구축해놓은 ASEAN+1 방식을 크
게 벗어나는 FTA 원산지규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ASEAN+1 FTA 같은
정형화된 패턴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업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는 한번 설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 및 교역 등 전
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
질적인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적
합한 원산지규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을 살펴
보았는데, 4개국 모두 협회 및 업계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통해 FTA 원산
지규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내부협의
단계를 먼저 거친 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
어지는 등 역내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업
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질량총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
고 있어 산업계 의견과정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FTA 협상에 앞서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정보 전달의
주체인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 관련 전문성이 각기 달라 정확한 의견수렴
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간 습득
된 학습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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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향후 FTA에 대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데 적합한 원산지규정이 무엇인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 업계
의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난 점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 도출
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한국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
로 향후 지속적,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
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칠레를 비롯하여 동시다발
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
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
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
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의 생산 효율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
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
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 충
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
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
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
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
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
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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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
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
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
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제도의 경우 한․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
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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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
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
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C 정상들은 FTAAP
실천을 위해 APEC이 부화기(Incubato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료
들에게 역내 지역경제협력체 활용 또는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이라는
FTAAP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APEC의 경제
통합 활동 논의는 FTAAP을 주축으로 하는 APEC 경제공동체 구성방안과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APEC 경제통합 활동
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이후 2010년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
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APEC의 경제협력 활동 성과를 검토․제시하고,
APEC 활동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활동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발휘한 국제적
조정능력과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
으로써 확보된, APEC 내에서 제고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역내 경제통합 활동에 보
다 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보고르 목표 이후 전개되고 있는 APEC 경제성장의 현황과 구조를 다
양한 통계자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의 제도적 또는 시장주도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통상 환경을 분석한 결과 APEC 회원국들의 경제통합은 적지 않은 규모의 후
생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APEC 회원국들의 주된 활
동무대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2009년 현재 세계인
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APEC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
으로 54.5%이고, GDP 대비 상품무역 비중은 34.1%이다. 한편 APEC 지역에 유입된
전 세계 신규외국인투자는 약 4,404억 달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APEC 회원국의 전 세계에 대한 해외투자는 약 5,797억 달러로 세계비중이 53%에 이
른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한국, 홍콩,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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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대만 등 선진국을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한 회원국을 포함한 APEC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경제협력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여 왔다. 한편 지난 20년간 역내무역 및 투자 패턴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FTAs/RTAs 체결 움직
임은 APEC 지역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APEC 회원국이 체약국
으로 참여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11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APEC 회원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60건으로 50%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APEC 회원국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대상국으로는 APEC 회원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현
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고려 중인 18개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은 지역
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접근성과 함께 제반 경제
적인 고려를 포함하여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규모, 역내외 무역장벽, 교역규모, 산업구조, 경제개발 정도, 교역 비용
등 APEC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상 환경이 의미 있는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후생증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
하였다. 그 결과 APEC 경제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회원국 간 통합된 시장에서 경
쟁강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유럽연합 수준의 역내 의존도, 산업분야에서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APEC 회원국들의 후생수준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제개발 격차 및 교역비용 증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닌 것으
로 평가되었다.
제3장에서는 2010년 APEC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이행
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주요 분야별 개선현황을 살펴본 후 보고르 목표 평가에 대
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르 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고르 목표는 APEC 지역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바, 1994~2009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증가
하여 2009년 현재 미화 11조 4,000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미화 2조 4,000억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도 각각 연평균 성장률 13%와 12.7%를 달성하였다.
둘째, 1996년 8.2%에 달하였던 2010년 평가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8년
현재 세계평균인 10.4%보다 현저하게 낮은 5.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최우
선과제인 DDA가 타결될 경우 최대의 자유화 추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내 FTAs/RTAs 확산 및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 등이 역내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평가참여 국가들은 자발적인 국내제도 개혁,
RTAs/FTAs 체결에 힘입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GATS를 상회하는 상당 수
준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넷째, APEC 공동의 투자 자유화 이행을 위한 노력과 결단에
힘입어 최혜국대우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자유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1996년 160건에서 2009년 340건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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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표준과의 합치 등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시행에 힘입어
2002~06년 동안 역내 무역거래비용의 5%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다. 반면 관세분야 개
선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쳐서 의류, 농
산품, 직물제품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인력
이동(특히 Mode 4)의 제한과 함께 금융․통신․교통․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교역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다수의 평가대상 회원국
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금지․제한 조치(대상제한, 투자 상한선 설정) 및 사전심사 제
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관세,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추가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 잔존
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2010년 보고
르 목표 검토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C
회원국들이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언급된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모
호하면서도 야심찬 정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보고르 목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APEC과 개별 회원국들이 기울인 개선노력은 역내 무역,
투자의 확대와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APEC 활동에 매우 고무
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르 목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역내 경제공
동체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가 아닌 비용 편익 분
석이 수반된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작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APEC의 개선노력이 역내 무역 및 성장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분석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2010년의 평가는 목표달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
고 취약분야의 체질개선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다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평가는 목표달성 로드맵(Roadmap) 제시가 주목적이었던 2005
년의 중간평가와 명확하게 차별화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1994년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
건 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보고르 선언의 달성 목표를 정태적보다는 동
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3개국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의 최종평가용으로 마
련된 국별 이행 보고서(Fact Sheet)는 2005년 중간평가용 보고서 양식(Matrix)을 근간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구성 및 분석체계상 중간평가와 커다란 차별 없이 진행되
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PEC 프로세스의 특수성과 회원국별 민감
성을 최소한으로 표면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문제 발굴과 개선책 마련
보다는 최적관행 발굴에 치중된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
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와 같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2010
년 보고르 목표 평가대상 국가가 5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2010년 보고르 평가를 기점으로 APEC의 경제통합 활동에 호의적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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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14]와 [표 3-15]의 내용과 같이 2009년 현재
APEC 선진회원국들이 세계 전체(APEC)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8%)로 자
발 참여 8개 회원국의 비중 5%(9%)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상품서비스 무역
과 투자 역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정상회의에 제출된 보고르 평가 보고
서 역시 지난 15년간 진행된 선진 5개국의 자유화 및 제도개선 효과가 상당 수준에 이
른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징적 효과만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원합의제(Consensus Building)를 원칙으로 하는 APEC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경우 전체 21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13개국의 보고르 목표 평가참여는
2020년 대상 회원국에 상당한 수준의 ‘동료 간의 압박(Peer Pressure)’의 형태로 작용하
여 목표 조기이행을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2년 대상국들에 1994년 합의시한인 2020년에 집착하기보다 늦어
도 2015년까지 조기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로 8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평가제를
지양하는 대신 보고르 목표 최종 이행 여부를 ‘IAP Peer Review’ 제도로 갈음하는 평
가시스템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APEC이 무역에 영향을 미친 성
과를 분석한 이후 무역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결합하
여 APEC이 무역창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특히
장기적 소득효과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산술하여 APEC 경제협력 활동으로 인해 얼
마만큼 경제성장률 증가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APEC이 창설된 이래 기본원칙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APEC의 노력과 활동이 역내 회원
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1980~2005년 동안의 전 세계 양자간 무역을 분석하였다. APEC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였는지 밝히기 위해 APEC 회원국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APEC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APEC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특히 APEC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
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에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쌍을 나타내는 APEC/outsiders라는 더미를 포함하여 APEC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를 보면, APEC은 회원국 간의 무역을 34.4% 증가시켰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11.6%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비해 회원국 간
의 무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촉진했고, 또한 회원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비회
원국과의 무역을 줄이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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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은 관찰할 수 없는 양국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으나,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요인(Unobserved Country Specific Factors)을
통제하지 못하여 누락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간 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APEC이 회원국과 비회원국
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재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APEC의 형성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이 90% 증가하였고, 비회원국 간의 무역이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Frankel and Romer(1999), 이홍식 외
(2004) 등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창출된 무역은 APEC 회원국의 경제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태 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경제통합과제 및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과 대APEC
전략을 도출하였다. 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 정상회의
에서 APEC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형성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하
였고 FTAAP은 최적의 포괄적인 차세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FTAAP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ASEAN+3, ASEAN+6,
그리고 TPP를 그 중간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는 선언문을 채택
하였다.1)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TPP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의
지가 높아 TPP가 FTAAP 실현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시된 바람직한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을 고
려할 때 과연 한국이 취해야 할 참여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의 참여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동시다발적인 FTA 형성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은 이미 APEC 17개 회원국과
FTA 협상 논의에 연계되어 있고 미국, EU 등과 최적의 FTA를 체결한 경험을 보유하
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APEC 역내 경제통합 참여는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주도면밀하
게 분석․대응하면서 한국 ‘FTA 추진 로드맵’의 확충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역내 주요
국의 경제통합전략 동향 파악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연계적인 APEC
역내 경제통합 창설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APEC 역내 다양한 형태의 통합(ASEAN+3, ASEAN+6, TPP, 그리고 FTAAP)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김상겸 외(2009)에 잘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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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PEC 주도로 2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FTAAP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역내 경제협력체를 모태로 하는 거대한 경
제공동체의 추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경제 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방안 논의가 개시된다면 현재 한국이 참
여하고 있지 않은 TPP를 FTAAP 형성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
력 있게 주장될 수 있다.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이 TPP를 주축으로 하는
FTAAP 결성방안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이 활동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예상되는 기
득권 상실과 기회비용의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PP 참여국 가운데
자유화 및 개방화 견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예외 없는 자유화가 아닌 양국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일정의 예외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등 APEC 핵심국의 참여로 대표성과
경제적 의미가 제고될 경우 TPP를 모체로 하는 FTAAP의 성공적인 출범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TPP 합류 가능성을 선언한 일본을 비
롯하여 예외 없는 자유화를 부담으로 느끼는 TPP 참여 개도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및 중국 등과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TPP의 수준 및 목표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ASEAN+3, ASEAN+6 구상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 가입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의 산업별 추진 경로별 FTA 로드맵 보완 전략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
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한․중․일 FTA) 논의 역시 활발
하게 진행함으로써 상기 논의된 ASEAN+3, ASEAN+6, 또는 TPP에 대한 정책대안
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거대 FTA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PEC 역내 경제통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현재 형식적으로 ASEAN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활동을 3국간
FTA 추진으로 동북아 주도의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지도 개편에 한국의
영향력과 기여를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단계적 또는 연계적 추진방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전략과 더불어 최적
의 FTA를 지향하는 APEC 역내 경제통합체의 자유화 추진내용에 대비하여 기존 또는
신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APEC 역내 국가
간 또는 역외 국가간 FTA 추진 시 활용할 표준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
지 규정관련 제도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
와 분석을 통해 APEC 원산지규정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원활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APEC의 개
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있을 APEC 역내 최적
의 FTA/RTA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FTAAP 실현을 앞당기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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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 플러스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WTO
의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APEC 역내 경제통합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안정적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FTAAP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도국의 협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0년 APEC 21개 회원국을 대
상으로 하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능력배양’ 필요성 발굴을 위한 조사(Survey)를 무
역․투자위원회(CTI)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환경을 반영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협상능력 역량강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
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있어 상당규모의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증액(ODA/ GNI 기준 2006
년 0.05%→2015년 0.25%)의 일정 부분을 APEC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에 할당, APEC
개도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한편
APEC의 ‘협상력 강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대상인 기업의 참여를 독려(CSR)
하여 APEC 개발도상 회원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APEC 개도
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
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 소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에 참여한 한국은 평가 대상기간(1996~2009
년) 동안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특히 무역원활화, 구조조정의 특정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개선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관세, 비관세장벽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개선 필요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APEC의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후 APEC 경제통
합이라는 과제를 한국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경직적인 제도 재편을 포
함한 국내 규범․제도․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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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
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로벌 금
융위기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뻔 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1997년의 외환위
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고 자유변동환
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환율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과 환율과의 관계분석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의 특성이 큰 폭의 변
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된 특성이 환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환수급의 특성이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수
준은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환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
협받을 경우 환율은 오버슈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환율이론들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환율변동
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확
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 맞는 정책대응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
결정 요인분석이다. 환율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방향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수지는 실물과 금융요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등 서로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유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환율결정 요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변동주기도 짧아지고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
시장의 개방 이후 자본이동규모가 환율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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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자국통화가 국제적 호환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 원화는 대외환
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외환은 환율결정 과정에서 우리 통화에 비하여
비대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환율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율 급변동 및 불안정성의 상시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외환시장은
자본시장 개방 이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보다 자본시장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이 변동하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잦은 변동과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환율의 급변동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둘째,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 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환수
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수지이다. 그러나 두
수지는 모두 단기적인 투자수지이다. 한국의 자본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수지가 모두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수지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환
율의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원화의 고평가보다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정
책이 필요하다. 저평가 상태가 정책적 관리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저평가 상태에서
는 자국통화를 이용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제수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외환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되
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수지를 결정하는 자본투자는 대부분 단기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 일정수준의 수급불안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흑자를 시현하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흑자폭이 클수록 자본의 유
입도 증가하므로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외환수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환수급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환율안정을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히 경상수
지가 일정수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경우 외
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시에는 경상수지가 자본
수지를 구성하는 모든 수지항목의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적은 규모라
도 경상수지를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환율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
책과제이다. 둘째, 단기적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다. 자본수지 변동은
국내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같이 해외요인이 더 많은 변동
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가장 일차적 대안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보이다.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수지 분석에서 나타난 환율변동 요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단일요인은 유가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다. 유가는 한국의 경상수지

2010 연구보고서 요약집

33

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수급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유발하는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결국 경제 펀
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수지의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경기선행지수이다. 즉,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자본이
동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경기선행지수도 높게 나
타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투자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의 안정화 및 흑자기조 유지는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한국의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가장 중
요한 요인은 실물수요이다. 한국경제에서 대표적인 수요는 수출부문 수요이다. 수출부
문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 국내
소비 수요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미
치지 못하고 있어서 수요증가폭에 제한이 있다. 정부의 지출 수요를 통한 안정화는 재
정여건에 의해 일정한도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 투자수요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전망
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인 거시안정화 정책이 투자 수요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주체가 민간이므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부문의 환율변동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 원자재 등 일부
공급부문의 병목현상, IT와 같이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분야의 충격 때문으로 보
인다. 이는 향후 환율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부문의 안정적 기술진보와 원활한 자원 공급
대책까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명목 부문의 충격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의 글로벌화가 주요 요인이다. 금융, 화폐 부문의 변화와 투자자 기대의 변화, 정부의 정
책방향 등이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충격으로 발
생하는 국제자본 이동과 그에 따른 환율변동은 정책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의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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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허 인․이동은․이윤수․양다영 (2010. 12)
ISBN 978-89-322-1331-6/A5/194면
7,000원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
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
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태국의 채권시장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각국의 성장 및 물가 등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의 기초변수 동향이 크게 달라서 각국의 채권시장 변수들도 상당히 특
이하게 움직였으나, 금융위기라는 대외 충격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통화확대정책이 시행되어서 기준금리도 크게 하락하였다. 금
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아 각국의
장기금리 하락폭은 제한되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기
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각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
위험회피도가 높아진 상태는 지속되었다.
제3장에서는 동향에서 파악된 대로 아시아 채권시장의 주요 변수인 국채수익률,
CDS 프리미엄과 CRS 금리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
를 조사했다. 채권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통화정책의 동조화, 대외 충
격에 따른 경기하락과 회복의 동조화 현상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이 더 많
이 발견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의 채권수익률과 각국
의 동조화 현상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등
급의 차이에 따라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줄어들었다. CRS 금리는 채권
시장과 외환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많아
졌다.
제4장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ADB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각국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외국인의 채권보
유비율은 재정거래기회와 신용등급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으며, 외국인 채권순매수 규
모는 GDP 규모와 CDS 프리미엄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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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채권순매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거래 유인만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외 충격이 완화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
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
내 채권시장으로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결정 요인의 안정적인 유
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인 GDP 성장세의 유지, CDS 프리미엄의 유지
뿐 아니라 재정거래 기회를 안정시켜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및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36

10-08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박영준․이동은․오용협․안지연 (2010. 12)
ISBN 978-89-322-1332-3/A5/164면
7,000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
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
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제금융질서를 지
배해 왔던 G7 체제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대신 G20 체제를 중심
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형성되었다. 즉, 세계경제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해 왔던 G7의 한계로 인해 이제는 각 대륙의 신흥국을 포
함하는 G20 체제가 세계경제 질서를 이끄는 기본 축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G20 정
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
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
은 국제금융기구의 한계도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흥개도국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금융안전망이 제대
로 구축되지 못해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이 건실한 국가의 경제도 외부 경제충격
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의 전염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를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제안하여 큰 성과를 도출하
였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금융안전망을 발전시켜 왔다.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은
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갖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시아 채권시
장 발전방안(ABMI)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급속히 퍼졌던 것을 계기
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
램에 대한 불만과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
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
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통칭되는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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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국제수지 적자와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에 통화스와프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
년 3월 공식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기존의 CMI를 단일화된 통화스와
프 협정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특히 2011년에 역내 경제감시기구로서 기능할
ASEAN+3 경제조사국(AMRO)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실
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0% 수준으로 여전히 높
은 IMF 연계자금 비율, 위기 시 충분하지 않은 자금규모, CMIM 상설사무국 설립,
IMF-CMIM 연계 등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은 아시아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역내 경제발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투자재원이 역내에서 재투자되어 역내 자본
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협력 방안이다. 현재
운영그룹(Steering Group)과 네 개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그리고 작업반(Ad-hoc
Working Team)을 구성하여 ABMI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자금이 역내
로 환류할 수 있도록 역내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7억 달러 규모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향후 여러 가지 제도적․경
제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 및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
이나 규제․감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거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
과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그리고 기타 국가로 이루어진 5개국 모형의
가상실험에 따르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통해 일부 국가만 신용 수준이 제고되더라도
해당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실질 GDP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에서 신용등급 개선효과가 생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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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조종화․박복영․박영준․양다영 (2010. 12)
ISBN 978-89-322-1333-0/A5/174면
7,000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의존도를 지
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
다. 미국은 경기부진의 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폭 절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6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 위안으
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 환율의 유연
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
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환율갈등은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때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일컬어졌다. 6년만에 시행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의 중국․한국
환율정책 관련 문제제기, 브라질․태국 등의 외자유입 제한 조치, 여러 신흥국의 외환
시장 개입 등이 글로벌 환율갈등의 주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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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율 갈등은 2010년 11월 G20에서 환율정책의 시장결정 중시와 경쟁적 평가
절하 자제, 향후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의 논의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질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합의내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운용에 따라서는 미․중 환율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표출될 개
연성을 지닌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학계는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사회의 주요 과제(지속적 성장, 무역자유화, 전 세계적 수렴, 기후환경,
빈곤문제 등)를 고려할 때, 20세기의 미국과 같은 리더십을 어느 한 나라가 발휘해서
해결책과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국제적 공조체제
가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뿐만 아
니라 세계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를 보고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글로벌 환율갈등의 핵심인 미․중 환율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격화될 경
우 지금 상황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계경제는 충격적인 경착륙
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 절상의 폭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안 절상 압박을 가하고 하원을 통과한 무역보복 법
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
면 세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의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달러보유 비중을 급속히 줄일 경우 미국금리 급등, 국제외환시장 동요, 미국
경제 침체, 그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운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막을 수 있
다. 먼저 중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Bergsten
이 제안하는 2~3년 동안 20~25% 절상이 하나의 예시이다. 어느 정도의 수출 둔화와
무역흑자 감소는 감수한다. 중국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내수부양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과 여타 대
부분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출과 고
용, 무역수지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보호무역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재정수지의 개선과 저축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
도 완화된다.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다변화를 정책협조의 차원에서 자제한
다. 미국경제가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개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
복을 자신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두 나라와 세계경제 전체의 장래를 폭넓게 고려
하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 및 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먼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변동성 확대로 원․위안의 변동성도 높
아져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대가 예상되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시 위안화와 원화표시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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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겠다. 이는 양국이 공히 추구하는 위안화와 원화의 국제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
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보유외환의 과도한 달러 비중, 달러 자산의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 구성통화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
흥국에 대한 채권투자 증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우
리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
으로 늘릴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G20에
서도 인정된 바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이 구체적인 규제조치의 예이다. 물론 이러
한 규제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
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
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제도적인 규제의 시행을 검토
하기는 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 새롭게 대
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으로는 우
리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지 않도
록 하고, 정치적 유대를 통해서 중국 등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
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시장과 상하
이 시장의 역외․역내 기능 분담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
터를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허브로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와 원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
도록 원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
환거래 규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송금 제한 규정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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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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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
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
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안정적
으로 변화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및 조절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성장은 WTO 가입 등과 맞물려 다시 가속되었으며, 2008
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된 물가,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
현하였다. 그러나 2007년 3분기부터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고성장-물가안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볼 때 소비, 투자, 수출 중에
서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수출이다.
해외수요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투자조절을 통해 상쇄
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의 급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높은 가공무역 비중 때문이다. 즉 높은 무역 및 수
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연결되는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러 경제지표들 중 GDP 성장률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측면의 지표들보다는 공급측면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다. 이는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소비, 투자, 수출지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의 급
격한 둔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률의 둔화로 연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
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
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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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
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
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
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
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
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
는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
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
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
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
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
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
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
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
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
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
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
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
대로 유지하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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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
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
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
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
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
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
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
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
를 겸한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
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
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
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
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
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
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
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석시스템 구
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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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이장규․나수엽․여지나․박민숙 (2010. 12)
ISBN 978-89-322-1335-4/A5/183면
7,000원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
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
히 미․중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통상 관련 정책, 위안화 환율정책 및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중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
하였다.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중순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
책으로 전환하였다.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내수부양 계획, 각종 세금
인하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10대 산업 진흥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
안정화 조치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투자가 SOC 투자, 지진피해
지역의 재건사업, 주택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현
상이 심화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지연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도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중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가 미․중 통상분쟁의 직간접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
의 통상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양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AD․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해 고
정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관계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미 하원은 중국
을 겨냥하여 2010년 9월에 환율조작 의심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인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
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2010 연구보고서 요약집

45

중국 내 최근 연구들은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가 단지 중국경제의 외부 불균형을 야
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금융시스템 기능의 정상
화, 국유기업 내부 유보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제도 및 요소시장 개혁 등의 체제개혁정
책이 위안화 절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대외 불균
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 해소와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시
간을 벌기 위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2008년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
대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거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미 국채를 매각하고 다른 국
가 채권으로 스와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
도가 유지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화폐가 위안
화로 지목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의 시도를 앞당
기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한편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양국간 첨예한 입
장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경상수지 흑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향후 더욱 확대될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단기적으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미․중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 입장에서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한 이슈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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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2010. 12)
ISBN 978-89-322-1336-1/A5/385면
12,000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과거 외국인직접투자와 대외수출에 의존하던 경제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소비, 투자, 수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특히 내수시
장에서 경제침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러한 내수 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은 지역
발전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2009년부터 본격화된 중부지역 발전전략인 ‘중부굴기(中部
崛起)’ 전략은 중부지역 도시화 및 도시군 형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중국 내수시장 관련 연구는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시
기별 추이에 따라 동부연해지역에서 서부, 동북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그
러나 중부지역에 대한 연구자료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부지역
을 도시군의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의 미래 내수시장 핵심을 중부지역 도시군으로 보고, 중부 6개 성 가운데 4대 도시군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후베이(湖北)성의 우한(武漢)도시
군, 후난(湖南)성의 창주탄(長株潭)도시군, 허난(河南)성의 중위안(中原)도시군, 안후
이(安徽)성의 완장(皖江)도시군이다.
먼저 중부굴기전략 및 도시화 전략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연구대
상인 중부 4대 도시군이 중국 및 해당 성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특징을 주요경제
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칭다오, 청두 5개 대도시와 성장성
(GRDP, 1인당 GRDP, 성장률), 시장성(시장규모, 소비성향), 활용성(임금수준, 대학 재
학생 규모), 개방성(대외무역규모, FDI)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부도시군은 경제규모
와 발전수준 등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었지만, 성장속도나 투자여건 등에서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각론에서는 연구대상인 4대 도시군별로 주요 도시의 현황을 소개하고, 도시군 발전전
략을 평가하였다. 또한 내수시장을 크게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
분하여 각각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외자기업의 진출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신규 또는 확대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개 도시군은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모두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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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연해지역의 산업 이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공통된 구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유사한 발전목표와 산업구조로 인해 중복투자의 우려가 크다. 때문에 시장과
산업기반이 탄탄하면서 지역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입시장과 산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본 생산재시장의 경우, 4대 도시군
이 속한 중부 4개 성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부지역 수입시장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부지역의 각 성별 수입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제품수출전략이 필요하다.
소득수준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을 핵심 소비주체로 보았을 때 4개 성의 핵심 소
비주체 규모는 상하이시의 핵심 소비주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비구조상으
로는 상하이시 핵심 소비주체와 달리 식품, 의복, 주거 등의 기초소비 지출비중이 교
통․통신, 교육․문화․오락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구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하이시보다 높았으나, 보급률
은 여전히 상하이시보다 낮아 잠재시장규모가 막대하며, 특히 에어컨, 휴대폰, 컴퓨터,
컬러TV의 잠재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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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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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
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역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경쟁 혹은 협력 측면에서 현 시점
의 국가간 상황과 변화요인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산단위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
고, 상호간에 외교․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3국간 상호 투자는 더
욱 증진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
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의
투자는 시장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FDI 유치를 위한 국내요인의 개선방안(규
제완화 및 정부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중․일 3국의 비교 및 상호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상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현황, 특히 3국 상호간
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상호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내 상호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
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둘째, 중국과 일
본이 M&A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그린필드
형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
은 공통적으로 북미지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 특히 중국의 비중이 높고, 중국과 일
본은 상대적으로 서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외직접투자
의 성장추세 측면에서는 다소 늦게 시작한 중국이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형태의 역내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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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특성 중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내 투자가 미흡
한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투자환경 비교 및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간 투자환경의 비교를 위해 OECD FDI 규제지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
접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평가결과를 활용하였는데,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한․
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투자 관련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국제기구의 평가, 제도 분석 등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분야
및 투자방법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고용 및 해고, 세금납부,
투자자보호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제
조업 및 서비스업 중 상당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투
자 관련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
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나 까다로운 유통구조 및 상관습 등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적
이 많았다. 전체 한․중․일 3국간 투자 관련 장애요인은 크게 ① 외국인투자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 ② 국가별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간접적 규제, ③ 국내 경영환경의 안정성 미흡에 따른 투자기
피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인은 사실상 3국간 합의 등 어떤 제도
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의 경우
3국간 합의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
인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이
다. 따라서 여타 정책과제와 함께 한․중․일 투자협정을 중요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
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이 여타
OECD 국가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형태로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 체
결 자체만으로는 투자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협정은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법제도의 미비성과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
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된다. 즉 투자협정 체결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촉발되는 투자환경의 개선효과가 중요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투자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투자협정 등 제도화된 요인
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투자협정 체결은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높은 제도적 투자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투
자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비공식적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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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현재 협정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3국의 입장차이
가 크며,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한․일 투자
협정의 구성안을 기본으로 자유화협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기체결한 FTA 상품분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
식인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자유화를 시행하는 조기수확(EHP) 프로그램을 3국간
투자협정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3국 차원에서 업종별 특유의 상관행 및 규제 현황
등을 제공해주는 정보교환체계와 네트워크의 공동조성이다. 한․중․일 각 국가별 투
자 장애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별 고유한 상관행은 역내 투
자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투자협정 등 제도적인 틀에서 해결
되기 어려우며, 3국간 투자 및 기업진출이 활발해지고, 상호 투자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
어야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3국 투자 관련 법령 및 규제 관련 정보 제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3국간 문의소(inquiry point)와 투자 관련 법제, 투자 실패 및 성
공 사례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질문․응답의 통로가 되는 상설창고(depository)를 설치
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3국간 협력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 공히 자국 내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규
제개선 제안사항을 수렴 및 조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역내 투자 활성화가 단순한
투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격차 축소,
부품․소재의 공용화 및 표준화 등 기타 산업협력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물론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3국 공동의 노력이 무
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
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개방
적인 경제정책을 통한 역내 교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자
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시행 및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협정 표준
모델 확립, 기투자협정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AEO 상호 인정 체결 등 중국 및 일본
과의 통관협력 강화, 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한 투자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
계 구축, FTA 추진 활성화,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한 홍보, M&A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기능 강화,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
성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중부 4개 성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
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 지방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독자적인 기술
력 확보, 비(非)핵심도시로의 진출, 현지인 채용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적극적인 진
출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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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
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
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
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
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지역의 환
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
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
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
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
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
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
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
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
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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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
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
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
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
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
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다분야
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
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
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
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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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
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
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
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
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
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
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
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
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
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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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흥종․강유덕․이철원․이현진․오태현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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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
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
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
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
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
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
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
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
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
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
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
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
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
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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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
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
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
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
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
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
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
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
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
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
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
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
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
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
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
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
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
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
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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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
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
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
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
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
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
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
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
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
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
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
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
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
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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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이재영․파벨 미나키르․이철원․황지영(2010. 12)
ISBN 978-89-322-1340-8/A5/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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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
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
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
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
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
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
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
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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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
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
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
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
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
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
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
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
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
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
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
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
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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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
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
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
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
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
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
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
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
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
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
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
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
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
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
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
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
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
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
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
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
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
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
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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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
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
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
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
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
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
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
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
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
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
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
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
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
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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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
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
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
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
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
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
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
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
(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
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
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
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
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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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
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
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
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
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
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
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
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
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
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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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
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
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
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
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
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
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
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
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
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
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
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
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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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
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
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
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
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
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
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
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
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
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
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
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
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
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
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
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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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
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
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
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
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
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
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
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
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
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
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
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
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
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
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66

10-19

한․인도 CEPA 이후 대(對)남아시아 통상정책
조충제․성한경․최윤정․송영철 (2010. 12)
ISBN 978-89-322-1343-9/A5/292면
10,000원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8개국으로
이루어진 남아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아시아
가 2004~08년 평균 8.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ASEAN
의 경제성장률 5.8%를 크게 앞질렀으며 2009년에는 6.5% 성장하여 글로벌 불황에 강
한 면모까지 보여주었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등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2030년경까지 남아시아
가 평균 5%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ASEAN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는 2010년 현재 세계 GDP의 약 2.6%를 차지
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15년 3.6%, 2020년 4.7%, 2030년에는
7.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ASEAN은 2010년 1.6%에서 2030년 3.2%로 세계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아시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은 성장잠재력과 함께 남아시아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ASEAN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과의 FTA
도 2011년 중 발효시킬 계획이다. 파키스탄도 중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 태국, 베트남 등과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다양한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며 인도, 파키스탄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최근 지역무역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FTA 추진에 소극적이던
방글라데시도 최근 스리랑카와 FTA 추진을 논의하는 등 FTA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남아시아 역내 경제통합도 ASEAN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예
정대로라면 2016년이면 남아시아는 나름대로 역내 단일관세를 적용하는 경제권을 형성
하게 된다. 특히 취약한 역내 교역비중의 주요인이던 높은 교역비용이 관세장벽 인하,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치, 국경간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인프라
건설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에 대한 남아시아국가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경제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역내 정치적 갈등 및 긴장마저
오히려 완화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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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아시아 교역특성 및 FTA 기대효과

한국과 남아시아의 상품교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2002년 약 26
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남아시아 수출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115억 달러,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입 역시 2002
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7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제위
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약 36% 감소하며 47억 달러의 수입에 그쳤다.
한편 한․남아시아 교역구조를 각종 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의료용품, 플라스틱,
펄프 및 제지류,
비철금속,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선박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고무, 가죽, 섬유류,
철강, 자동차 및 부품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수산물, 광물성 연료,
농산물, 동물성 유지,
비료, 목재, 의류,신발 및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물,
모자류,도자 및 유리제품, 기타 화학제품, 보석류,
철도차량 및 부품,
기타 공산품
항공기 및 부품, 정밀 및
기타 기기

대한국시장 남아시아 수출우위(MCA 1 이상)

대한국시장 남아시아 수출열위(MCA 1 이하)

대남아시아시장 한국 수출우위(MCA 1 이상)

대남아시아시장 한국 수출열위(MCA 1 이하)

일방적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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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내무역

IIT 범위 0.85~0.9

IIT 범위 0.9 이상

IIT 범위 8.5 이하

무기화학품,
비철금속,
의료용품,
전기전자기기

고무 및 그 제품
광산물, 기타 공산품,
농산물, 목재, 펄프,
제지,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동물성 유지,
무기류, 보석, 비료,
선박, 섬유류, 수산물,
선박, 신발 및 모자,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부품,
플라스틱

가죽,
광물성 연료,
유기화학,
의류,
정밀 및 기타 기기

한편 대남아시아 FTA 추진 시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GDP
증가효과(%)

후생변화효과
(백만 달러)

SAFTA 및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한․남아시아 FTA
발효(A)

0.31

2,094

SAFTA 및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한․파키스탄 FTA
발효(B)

0.30

1,979

B 이후 한․방글라데시 FTA 발효(C)

0.01

85.7

C 이후 한․스리랑카 FTA 발효(D)

0.00

13.4

D 이후 한․기타 남아시아 FTA 발효(E)

0.00

15.8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방향과 전략

중국과 일본의 대남아시아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통상정책은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신아시아 외교정책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남아시아 통상정책의 비전과 목표, 핵심 정책과제 및 세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對남아시아통상정책
비전 및 목표

핵심 정책 과제

세부 정책 과제
●

FTA 네트워크 확대

●
●

에너지 및 자원협력 강화

성숙한
세계국가

남아시아와
공동번영

●
●

저탄소 녹색성강협력 강화

●
●

신성장동력
상호 창출

양자 및 다자통상 협력 강화

●
●

투자통상 진흥

●
●

개발협력 강화

●

대남아시아 FTA추진
한·인도 CEPA 효과 극대화밠
원전 수주 확대
화·수력 발전,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 확대밠
태양 및 풍력 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대인도 통상협력 강화
대SAARC 및 SAFTA협력 강화밠
대남아시아 진출 지원 강화
대인도 권역별 주별 진출 지원 강화
대남아시아 통상정책과 연계 장기적 추진
통상투자진흥과 연계한 개발협력 우선 추진밠

한편 상기 세부 정책과제 중 대남아시아 FTA는 다음과 같은 3대 기본전략을 배경으
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남아시아 국가별 추진 전략 및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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밠

선점전략
●

경쟁국보다 앞선 FTA 추진

●

한·인도 CEPA 선점전략 유지 강화
- 양허수준 지속 제고밠

對남아시아

밠 FTA 전략

단계별 추진전략
●
●

●

유연한 FTA 전략

양자 간 FTA 우선추진

밠

비대칭적양허수준 인정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 배제
교역보다 투자 및 투자연계 주력*
● 파키스탄: 한·인도 CEPA 수준
● 방글라데시 / 스리랑카 :
● 선택적 시장 개방 방식 추진 *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스리랑카 順

●
●

한·남 FTA는 중장기
적으로 추진

*인프라, 환경, IT, 공단개발, 중기협력 등

SAFTA
역내관세
0~5%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인도,
파키스탄

한·인도
CEPA
발효밠

2015년

2016년

2017년

201?년

밠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스리랑카

양허수준 제고
이행효율 극대화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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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협상 밠

밠

한·파
FTA
발효

양허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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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김태윤․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 (2010. 12)
ISBN 978-89-322-1344-6/A5/195면
7,000원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
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
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
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상의 허
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무역구
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
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
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
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
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
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
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
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
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
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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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
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
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
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
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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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박영호․한바란․김민희․전혜린․정지선․주진홍 (2010. 12)
ISBN 978-89-322-1345-3/A5/368면
12,000원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
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
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
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
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
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
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
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
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
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
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
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
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
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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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
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
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
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
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
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
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
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
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
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
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
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
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
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
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
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
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
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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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
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
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
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
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
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
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
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
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
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
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
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
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
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
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
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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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
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
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
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
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
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
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
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
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
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
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
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
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
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
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
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
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
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
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
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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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
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
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
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
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
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
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
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
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
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
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
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
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
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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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
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동
남아에서도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 내에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
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동남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
었으며, 최근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과 전자 및 IT 분야,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
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평균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인
프라 구축과 일부 전략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분
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가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 통신장비 및 반도체 산업
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과
같이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
었는데, 부존자원과 노동집약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업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
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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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일본계 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창조산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규 성장이 유망한 문화와 콘텐츠 기반의 산업협력이 보다 유망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쌀 자급률 향상과 도
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콜센터와 같은 BPO 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 및 신규 성장이 유망한 BPO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12년 여가 지난 지금, 동남아에서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금융,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을 들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동남아 전략산업과 협력 추진 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 협력의 경
우,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ASEAN 전체 및 역내 지역개발사업과의 협
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차량이나 소형 다목적차(MPV)를 수출하고,
이후 형태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데, 인도와 중국을 차량 및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CKD) 기지를 구축
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차량 및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 자동차 대중화시기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
로는 여러 제반 여건이 성숙된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유선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증
대에 따라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신규서비스인 WiBro(WiMax), DMB 등의 분야가 우
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ASEAN과 보다 효율적인
IT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ODA 사업과의 연계
(예: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 연계, 기후변화와 Cloud Computing 프로젝트 연계, 재
난대응과 DMB 연계, 교육 및 보건과 IT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를 통하여 IT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금융기법을 동남아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남아 진출 금융기업의
경우, 기진출 한국기업이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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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아가 동남아 개별 국가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타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이외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아 의료관광의 발달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의료
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개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증하는 해외
의료 수요의 국내 흡수, 해외 의료 환자의 유치 확대, 막대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
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하
며, 정부기관이 이러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택
과 집중’으로 한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싱가포르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선 정부차원에서 APE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ASEAN+3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포럼, IEA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PVPS) 협력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력 기금, ODA, ASEAN 통합이니셔
티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여 ASEAN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국별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과 농업폐기물을 이
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력발전, 청정석탄발전소(IGCC) 등의 협력이 유망하며, 필리핀
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IGCC), 목재부산물이나 바가스, 코코넛 부산물, 왕겨 등을 활
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기술 협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사업, 풍력 등
의 참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 및 정제기술 협력, 수자원 협
력 등이 유망하며, 베트남의 경우, 소규모 수력발전 참여 및 바이오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태국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 협력, 바이오디젤 협력, 수력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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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권역구분

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
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수요와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의 권역구분을 위해 △역사 및 문화적 차이 △지역의 정체성 및 행정적 구분,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격차 △경제구조 및 투자환경의 차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북부권역: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rakhand), 잠무&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 Bangal), 자르칸드(Jharkhand),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
(Chattisgarh), 비하르(Bihar)
◦서부권역: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
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권역별 진출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환경을 크게 △기본환경 △생산
환경 △시장 환경 △정책 및 개방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본환경으로 경제수준과 성장속도,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999년~2006
년 권역별 경제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북부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하였으며, 특
히 2006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경제성장률은 서부 7.7%, 남부 7.8%, 동부 7.4%, 북부 5.7%로 나타나 남부가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부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
업구조는 4개 권역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 3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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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2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1차 산업증가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
를 보였다.
둘째, 생산 환경으로 공장 및 노동자 수, 인적자원, 노사분규 부문 등을 분석하였다.
남부권역은 전체 공장 수의 37.9%를 차지하여, 인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
타났으며, 노동자수 역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
중은 북부가 34%, 동부 24%, 남부 22%, 서부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은 동
부권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대학(전문대학+종합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권역은 서벵갈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노사분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환경으로 권역별 소득 및 소비수준을 분석하였다. 권역별 월평균 소득은
남부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서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서부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남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개방 환경부문을 살펴본 결과, 동부권역은 낙살라이트 등 반군과
지역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에는 서벵갈, 오리사
등에서 친산업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서부는 대부분의 주가 중앙정부와
경제정책을 친밀하게 공조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와 고
아는 중앙정부 집권당인 국민의회당과 같은 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는 주정부들이 적극적인 산업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많은 SEZ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케랄라나 타
밀나두의 경우 지역정당 영향력이 강해 독자적 정치행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타밀나두는 스리랑카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부의 경우 국경지역은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적 영
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 주변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소득
및 소비수준이 높다. 외국인투자는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교역은 서부권역의 뭄바이 항을 중심으로 인도 전체 수출입의 43%가
취급되고, 남부권역은 38%, 동부권역은 18%의 교역을 각각 처리한다.
권역별 주별 진출 환경 평가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을 평가하였다. 먼저 동부
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지만, 서벵갈과 오리사를 중심으로 친산업
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권역이다.
하지만 인프라 수준이나 파업문제, 토지수용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낙살라이트
와 같은 반군활동이 활발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서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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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가장 개방적인 권역이다. 주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
다. 하지만 노사분규 및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부권역은 제조업, IT, 담배산업 등이 발달해있지만 노사문제가 상대적으
로 심각하고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많다. 북부권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주들과 수도권 소재 주간의 차이가 크다. 수도권의 하리야나는 탄탄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최북단
에 있는 주들은 분쟁지역, 힌두교신성지역, 구릉지역 등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인도의 권역별 FDI 현황

인도의 FDI유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
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국가별 FDI누적금액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모리셔스가 가장 많은 FDI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40억 달러로 6위, 한
국은 6.9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모리셔스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도와 CECA를 맺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 협
약을 맞은 키프러스, UAE의 최근 순위는 크게 상승하였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99~2005년 기간 전자장비 및 시설, 통신, 석유 및 가스 등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
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관련분야의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역별 FDI유입 비중은
2000~2005년 기간 북부지역이 40%로 가장 많았고 서부 35%, 남부 23%, 동부 2% 순
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6~2010년 5월 기간에는 서부의 FDI가 56%로 급증한 반면,
북부와 남부는 각각 26%와 16%로 감소하였고 동부는 2%를 유지하였다.
일본 및 한국기업의 대인도 권역별 진출 현황 및 특징

최근 일본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 거점기준으로 진출 기업수가 2007년
2월 475개에서 2010년 4월 1,050개로 3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별 비중은 북부 34.7%, 남부 33.7%, 서부 24.3%, 동부 7.4%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09년 기준 약 500여개이며 투자금액은 2005년 대비 2.6배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도소매업
7.9%, 금융 및 보험 4.4%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 업체 중 대기업은 28.8%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47.9%, 개인 기업은 2.7%의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은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항공, 물류 등의 업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서부권역에는 18%가 진출, 뭄바이와 뿌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의료기기,
조선, 항공, 숙박, 운송 등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역은 첸나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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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전체 37%가 진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화학, 물류, 건설, 운송 등의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에는 오리사에 현재 포스코가 진출해 있
으며, 포스코의 진출 목적은 동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을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권역별 업종
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 △거점화, 허브화 전략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및 진
출지원, 연구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으로는 권역별 주별 상이한 소득수준 및 소비성
향을 고려한 진출, 기업의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 사업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에서는 진출지역 확대를 위해 대기
업은 권역별 동시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권역별 거점도시에 우
선 진출하여 점진적 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업종 확대를 위해
주별 육성산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진출, 협력사 진출, 서비스업 진출 등 순차적
진출전략 역시 적극 구사해야한다.
셋째, 거점화, 허브화 전략에서는 남아시아와 아세안의 부상을 고려해야 한다. 동부
지역은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중국 진출이 가능하고, 남부는 스리랑카 및 아세안, 북부
는 파키스탄 및 네팔, 서부는 중동 및 유럽,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 허브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전용공단 개발 및 물류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도 주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협력 및 교육, 인력교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인력 및 인프라 확충, 현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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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
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보유를 시도하
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핵 포기 결정을 단행하고 해체․제거과정에 돌입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
능한 국가로 추정되며, 다른 핵무기 개발․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안정, 강대국과
의 대화채널 구축․유지 등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려고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
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
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재
와 지원이라는 이중전략(Two Track)을 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
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보유 동기와 과정, 핵 포기 동기와
과정, 이들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핵 포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
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구범위와 대상은 어
떠한지,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장에서는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보유 동기 및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핵무기 개발․보유
동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유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 △
최고 지도자와의 결속강화, 리비아는 △안보유지 △국제사회의 위상 강화, 우크라이나
는 △안보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보상 유도 등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보유
하였다. 북한은 △안보불안 해소 및 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내부단
결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가들과의 대
화유도 △적화통일 등을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보유를 시도해왔다. 한편 이들의 핵무
기 개발 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남아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으로

2010 연구보고서 요약집

85

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였다. 이
후 남아공은 외부적으로는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핵무
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부족으로 최종 핵무
기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초기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수입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을 전수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구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습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5
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을 시작으로 핵무기 개발․보유를 시도하였다. 북
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
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장에서는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이 소개되었다. 핵 포기 동
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심각
한 경제난 △리더십 교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및 고립정도 심
화 △정권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 등장,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체계 마련 △
국제사회와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비핵화에 대한 최고 지
도층의 강한 의지 및 정치결단 △국민의 반대 △환경적 제약요인 등이 작용하였다. 한
편 이들의 핵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공통
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가 핵 포기 의사를 천명한 이후 각국의 핵 포기 과정은 조속히
추진되었다. 남아공은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핵 포기 시간표 및 해체방
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해체과정에 돌입, 이를 완료한다. 리비아는 2003년 카
다피 원수가 미국 및 영국과 비밀협상을 시도하면서부터 핵무기 개발․보유 의지 포기
과정에 진입하였다. 리비아는 2004년부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조치에 돌입하고,
2005년 3단계 조치를 완료하면서 공식적인 비핵국가로 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2
년 독립 직후 비핵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안보불안을 원인으로 내부갈등을 경험
하였다. 그러나 1994년 3자 협정이 체결되고, CTR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
(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조속하고 안정되게 추진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남아공에 대한 국
제사회의 노력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남아공에 적용되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남아
공 투자철회운동이 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취한 다양한 제재는 남아공의 고
립심화 및 경제난을 야기하여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이란-리
비아제재(ILSA)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결
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ILSA법은 리비아의 변화를 유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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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는 리비아의 민간 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항공․여행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목표로 적용된 미국의
ILSA법은 리비아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
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기술, 지식,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
회가 우크라이나 사례에 적용한 주요 전략에는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핵
무기 및 관련 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개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가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
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가 추진한 전략은 크게 △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전략은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정
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5장에서는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이후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거시경제의 변화 △산업부문별 변화 △대외경제의 변화가 사용
되었다. 남아공의 핵 포기 결정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
석된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소비자물가 인상률
은 낮아져 안정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산업구조는 3차 산
업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아공의 높은 경
제수준으로 인해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식수공급, 행
정체계 구축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실시한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비아의
거시경제는 핵 포기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의 증감폭도 줄어 전
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산업구조에서 핵 포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
야는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농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핵 포기 이후 리비아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경제지원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원형태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1994년부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결정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화를 유도, 촉진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
크라이나 전체 산업구조에서 1995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이었
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으로 변화된다. 우크라이나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우
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한 1994년부터 급격한 성
장세를 기록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 급속히 증대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핵 포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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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 중심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범위가 다
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핵
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북한의 체제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
록 이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요청 △북한에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경각심을 꾸
준히 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 필요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 시도 포기 시 국제사회의 개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우크라
이나 사례가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고, 남아공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방안 마련 △북한의 특수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제재 준비 및 추진 △북한의 핵 포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
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방안 마련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전개 △중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정부의 북핵문제 심각성 인식 및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 등으로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대북한 경제지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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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찍이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주요국의 대응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유지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그로부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며 간접적으로는 이
를 매개로 금융과 재정 및 산업에 영향을 끼쳐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경제활력을 저
하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출
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았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연령에 접어들고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0년대 초부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
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관련 논의의 중심축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으
로, 잠재성장률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특히 복지국가 구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은연중 성장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고 따
라서 복지를 성장과 연계시키려는 시도 또한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 연구는 복지제도 구축에 집중된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각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주요국의 성장전략을 살펴본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의 정책대응에 초점
을 맞춰 이를 위한 벤치마크 대상으로서 해외 사례를 다루다 보니 다분히 우리나라의
관심사에 맞춰 단편적으로 해외사례를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해외 각국은 경
제 시스템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문화적 토양도 상이하므로 해외사례 분석 시에는 이
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연구의 시각에서 주요국(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구조와 특성에 주목하여 저출산․고령화에 직면
한 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분석한다.
영국은 높은 출산율과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성장에 미칠 부정적
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영국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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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 출산
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자 고용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영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주변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외에도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
율로 인해 고령자가 파트타임 형식의 노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고용과 연금정책에서
영국은 가급적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어 ‘대륙형 모델’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
인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대는 영국의 재정건전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대비하여 영국정부는 2000년대 이후 중장기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안전성의 확보를 들고 있다. 국가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금수령연령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노인 빈곤율 증가를 우려하여 고령저소득층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영국의 정책을 종합해 볼 때 영
국의 대응전략에는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성과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성이 혼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저출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가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사회의 공동재로 인식하는 프랑스식 공화주의 전
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프랑스의 노동력 확보정책은 사회정
책과 고용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토대로 하는 높은 여성 고용률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높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양면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
힌다. 그 배경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가족정책
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조합주의적 고용시스템과 조기퇴직 문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것
이 특징이다. 1970년대 중반 고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조기퇴직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채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실시하여 왔는데, 개혁 과정에서 사
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노출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연금수령 연
령의 연장, 연금․근로겸직의 확대, 고령노동자의 구직면제제도 폐지 등을 통해 고령자
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엄격한 선별이민 방
식으로 변화하는 이민정책으로 볼 때, 프랑스 정부가 이민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안
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는 여성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정책을 동시에 추
구하여 높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장
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는 한편, 출
산과 육아를 지원하였다.

90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질서가 강해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
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여성이 다양한 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여성고용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성 간 그리고 정규
직․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육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기업의 공동책임임을 강조하며 출
산과 육아가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 정부가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를 추구하게 된 배경으로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사회정책의 중
심축이 이전의 복지(welfare)에서 일(workfare)로 전환된 점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은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선별적으로 변하고 있어 더 이상 이민
자가 노동력 공급의 주요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
라 재정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세대내 형평성을 제고
하고 양성간, 정규․비정규직 간에 공평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
고 있으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또한 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고령노동자 확보를 위해 실업수당기간을 단
축하고 수령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차제에 연금수령연령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율 저하 및 경제 활력
저하를 우려하는 나라가 되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자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책은 실패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출산
율 제고와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정부는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한 독자적인 성장전
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다. ｢신성장전략｣은 저출산․고령
화대책으로서 기존의 미진했던 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장과 복지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 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추진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일본은 재정악화 상황이 심각하여 사회보장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중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의 핵심 사안으로 연금일원화, 최저보장연
금, 조세방식으로의 전환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러
한 연금개혁 지연이 장년 및 노령층의 노후불안을 조장하여 내수정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전략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주
요국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떠한 정책대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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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명시적인 성장전략
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히려 가족정책, 노동정책, 이민
정책, 재정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성장전략인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그간의 많은
출산대책의 성과미약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재정악화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성장을 고민
해야 하는 상황이 배태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
비하여 별도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각 부문별 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가족정책과 사회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육아지원과
고용창출을 씨실과 날실처럼 엮어 출산율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경
우도 ｢신성장전략｣에서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의 분야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시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신산업 육성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
화 대응전략은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을 다분히 별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성장은 마
치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상과 같은 주
요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둘째,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정책설계 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바,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포괄적 정책목표 수립과 환경변화에의 대응 필요성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청년노동
과 고령노동 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진의 인터뷰에 응했
던 프랑스의 한 전문가는 특정 연령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고용 전체의 확대를 도
모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고령화 시
대의 고용정책이 청년, 여성, 고령자 간에 분절되어 상호 대체관계를 띠게 하는 것보다
는 총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1970년대 여성고용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이 저하되자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점에서 우리나
라의 2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이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을 저소득 가정에서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추진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안정적인
출산율을 자랑하는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출산율 제고의 핵심요소는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중핵으로 하는 적극적인 가족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Sleebos
(2003), 은기수 외(2005)에 따르면 이것이 출산율 제고의 핵심이라는 점은 출산율이 높
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 나아가 일․가정 양립은 여성노동력
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복지혜택의 증대인
동시에 주요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휴가제도는 우리의 유연근무제와 동시 병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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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이 여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반이 축적된 이후 3차
계획 추진 시 시도해 볼 만 하다.
저출산대책에 관한 한 일본은 실패사례에 가깝다. 따라서 일본이 종합출산대책을 수
차례 도입했음에도 저출산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요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 2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재정상의 제약을
감안할 때, 5년간 231개 과제의 동시추진 방식과 일․가정 양립 등 핵심과제에의 선택과
집중 방식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 진지한 검토가 요청된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문제보다 뒷전으로 밀리게 된 배경에 유권자의 연령구조가 자리하고 있음
을 감안할 때, 우리 또한 고령화가 더 진전되어 선거에서 고령유권자의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속히 저출산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의 중요성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청년층
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벽이 높아 후자에서 전자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정규직에 대한 과도
한 보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라는 요소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일본의 사
례에서도 발견된다.
장래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불가피하나 이는 국가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병행되어야 한다. 노
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양태와 정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이 가장 유연하고
최근에는 안정성도 추구하는 추세이며, 네덜란드는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유연성은 강화된 반면 안정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민
주당은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2차 저출산․고령화계획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성 제고나 안정성 강화가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거나 역으로 이들의
처우개선에 집중되는 등 비정규직에만 국한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정규직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의 보호수준 강화를 동시 추구함으로써 양자간 격차가 좁혀지
지 않으면 그 비용은 국가나 기업에 전가되어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국민이나 기업의 반
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시장의 활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
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2차 계획이 기업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
화될 듯하자 이미 기업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유인
을 제공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강력한 이행수단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지
않으면 각종 정책 프로그램들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본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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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협력을 염두에 둔 미시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첫째, 연공서열임
금의 부분적 시정 등 고령화시대에 조응하는 고용임금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
다. 이는 노사정간 대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장기 로드맵이 요청될 수 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시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
공을 중시하는 영국 방식과 강제성이 있는 규제를 중시하는 프랑스 방식 중 어느 것이
유효할지를 둘러싼 상벌체계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고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이
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적어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최근 흐름을 감안할 때 우리 또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이 나라들
이 공통적으로 이민자 증대에 따른 사회통합비용을 고려하여 고급인력 위주의 선별적
이민정책으로 선회하였다는 점은 우리의 이민정책 도입 시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계적으로 이민자보다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
택지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이들의 노동시장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언어교
육 등의 사회통합정책과 보육지원이 요청된다.
일본과 같이 FTA를 통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인력유입의 효과도 검토해 봄 직하다.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국한시켜 소수의 간호사 및 간병인 등을 유입하는
데 그쳐 상대국으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하였으나, 인력유입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안
할 때 그러한 접근방식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다.
세종시를 ‘일․가정 양립 모델도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20개 소속기관 그리고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행
정도시인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전대상자 중에는 기혼여성도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중 아직 자녀가 영유아인 대다수는 현재 거주지 인근의 양가 부모나 사설 도우미
의 지원으로 버겁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의 건
설계획에는 유치원 이상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만 확정되어 있을 뿐 여성근무자들의 원
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전무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애초 예정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사업을 확대하여 세종시를 대상으
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이를 시
범적으로 실시하는 ‘일․가정 양립 모델도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일․가정 양립은
한두 가지 사업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중층적으로 배치되고 상호 연
계되어야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소
규모의 철저한 계획도시인 세종시에서 저출산․고령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
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는 관련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국 규모의 시범 추진 이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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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세 번째 시사점은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석한 네 건의 사례 모두 고령화 관련 지출증대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금 및 의료보험 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전
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지대했던 연유로 재정악화가 심각해져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며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점이 시사하는 바
가 적지 않다. 한국은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상당한 재정수요가 불가피하며 남
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의 급변 시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여타국에
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재정여력 확보가 더욱 긴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차 저출산․고령화계획에 계획대비 4.7%가 증가한 총 4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예산배분에 조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
한 평가가 그 범위와 깊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이다. 저출산 대책이 대규모 재정지
출을 동반하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
다. 그러한 필요성이 늦게나마 2차 저출산․고령화계획에서 지적되었다는 점은 다행이
며 추후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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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정지원․권 율․한바란․정지선․박수경․이계우 (2010. 12)
ISBN 978-89-322-1350-7/A5/208면
10,000원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
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
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
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
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
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
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
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
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한
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
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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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
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
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
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
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
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
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
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
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
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
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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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모음

10-01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Lee-Jay Cho and ChangJae Lee eds. (2010. 6)
ISBN 978-89-322-3053-5 /A5/250면
10,000원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고 러시아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
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반면,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민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지역안보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
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공
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역시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개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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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2009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Heungchong Kim ed. (2010. 11)
ISBN 978-89-322-3054-2/A5/286면
10,000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
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역연구
센터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방문학자 프
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
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하여 지역연구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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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연구자료 10-1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조영관․강명구․김계환․김한칠․성원용․이시영 (2010. 12)
ISBN 978-89-322-2190-8/A5/299면
10,000원

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
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
다. 이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정책적,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인프라, 법․제도라는 네 가
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문별 분
석을 통해 평가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투자매력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정책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
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들은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향후 발
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세 국가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
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시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정
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한 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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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고정자본
형성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
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보급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법․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설립과 관
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 기간의 경우 우즈베키
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인이
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
과 투자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
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
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 국가
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투자 환경에 직접․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앙아시
아 국가들간 경제관계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국가들 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정치, 경제 협력 증진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경제와 관련된 취
약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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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웃 국
가들 간의 경제관계 변동 상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 경
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가진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
하여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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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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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발전 플랜트시장은 한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지역은 자원
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형 기술과 성장모델에 많은 관심과 호의를
보여 왔다. 한국기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유, 석유화학, 발전,
담수 분야의 세계 수준의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가 추진하는 산업다각화와 현
대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경
험하고 있다. 전력 생산은 국가기간 산업 중 가장 기초적이고 국가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전력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생산 증가를 위해 기존 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전통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력 생산 증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재정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플랜트사업에 대해 선진화된 기
술과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 지역 진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의 진출에는 현지의 높은 투자 장벽과 리스크가 존재
한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태환 지연 등 환율이 상시적으로 불안하며 자금의 해
외 반출 통제 등 엄격한 외환 관리로 기업의 자금 운영 능력에 큰 제약이 있다. 또한 높
은 과세부담과 불투명한 세무규정, 정부당국의 자의적 개입으로 흑자도산의 우려가 있
기 때문에 현지 진출 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IPP 사업의 경우 현지에서는 다소 생소한 국제관례인 PPA 계약 등
법률적 문제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업체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
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진출하였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모두 이 지역 시장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넘어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로 진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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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리스크 대처 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에
너지 플랜트 건설기간 중에는 공기지연과 투자비 초과, 기존발전설비 운전방해 등의 가
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기간 동안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
력요금의 미인상, 이용률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 경쟁발전사업자에 따른 이용률 감소,
연료비 증가,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초과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 및
환율 변동 등 재무적 리스크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
처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한국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플랜트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나아
가 러시아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
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자본이 풍부한 중국, 일본, EU 등과
의 국가적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금융상의 애로점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 지원 확대
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원개발펀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플랜트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대중앙아시아 플랜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하여 행정부, 국
회 등의 정치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정부와의 인적교류 강화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 중심적인 체제로 모든 의사결정이 대통
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나 경쟁방식 이전에 사전 협상을 통
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해 정상
외교와 정부간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쌓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의 성과도 수년간에 걸친 정상들 간의 우호적인 협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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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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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
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
탄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인구대국으
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
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지칭한다. 이렇듯 통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 권력엘리트에 대
한 고찰은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
진 엘리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였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엘리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역사․문화적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신세습
주의(Neopatrimoni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인 법과 제도, 관료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습적 관행과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즈
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세습주의 개
념을 적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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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신세습주의적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한 통
치 시스템이다. 국가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특정 엘리트 파벌의 이익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사
적 도구화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성된 신세습주의 체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제도화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
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목격되고, 파벌과 후원주의 관계로
얽힌 엘리트 집단이 정부기구(대통령 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 등)를 둘러싸고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구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엘리트 파벌
들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네트워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정점으로 개인적 충성과 친분이라는 원칙에 의해 재편성된 친위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구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째, 공식적
접촉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엘리트 파벌의 핵심들과
비공식적, 사적 접촉창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기
업 간의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접근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비공식적 막
후 접촉에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
은 권력 엘리트 핵심 세력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
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절충해낼 줄 아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즈
베키스탄 주요 권력 엘리트 파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접촉, 협상 매뉴얼과 노하우를 축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
가 있다. 정보와 협상 노하우가 개별 사안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되지 않고 사
장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국의
핵심 기업인, 전문가,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류 네
트워크 또는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접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채
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의 차관급이 중심이 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과 광범위한 민간전문가, 기업인들의 참
여가 제한적인 관료, 실무자들의 모임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의 진단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세습주의 체제 국가
들과 협력 시 핵심 엘리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신뢰구축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경계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역사, 문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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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인종적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몇 개의
역사적 지리, 정치적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즈베
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트 형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설
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파벌 간 경쟁은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 간의 경쟁과 협력,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파벌 정치의 변화와 분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했을 때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
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운동이 없어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우즈베
키스탄 내외의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
부의 완벽한 통제와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별다른 반향은 없는 상
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들이 무한정 중앙에 복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의 이익을 중앙정부
가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주며 합의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카
리모프 대통령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 문제가 거론되면서 차기 권력 후계자로 여러 사람
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다양한 파벌들을 중화시키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
건설과 국민건설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리모프 대통령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 내 정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
록 주변국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간 융합 및 지역 지방 엘리트들에 대
한 연구와 접근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형성과 분화 과정
을 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성장 과정을 추적하
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부상
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21세기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소중한 잠재적 자산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노력은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활용에만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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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던 접근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려인들의 사회
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대두와 경제적 침체라는 전환기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
면서 고려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
려인 사회의 내분에 따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대거 공직과 전문직에서 배
제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개별적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거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
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위상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차세대 고려인들의 소질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나 전
문기술 훈련센터, 그리고 한민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
는 고려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넷째, 2010년에 우즈
베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대상국에 선정되어 향후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 만큼 한국
정부도 최소한 고려인이 현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한국의
대외협력 창구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협력과 민족 네트워크 구축, 유
지 업무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접촉이 갖는 경직성에
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진정성이 강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협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접촉은 물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나 산하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 과감하
게 개방하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21세기형 대외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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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윤성학․은기수․박수미․박 건․장원봉 (2010. 12)
ISBN 978-89-322-2193-9/A5/257면
10,000원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한국, 한국 사회, 한국
인 그리고 한국 기업과 한국 제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어떤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국
가 이미지 조사 혹은 인지도 조사의 결과다. 보다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문 통계기관 BISAM(Business Information, Social and Marketing Research
Center), 우즈베키스탄은 각종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e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에 의뢰하여 이
들 국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1,000여 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
흐스탄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42.3%가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 사람
을 만났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은 7.3%에 불과했으며 방문한 경험은 1.9%에 불과한 실
정이다. 대표적인 한국 제품으로 자동차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경험이 더 높았
고, 가전제품은 카자흐스탄이 더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경
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98.9%)인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우(92.0%)
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의 기업이나 제품에 대
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높은 반면, 이에 비해 한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현
저히 낮은 편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두 국가 모두 30대에서 TV 드라마 시청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TV 시청 비율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한국출신 지도자나 유명인
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나,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반기문
UN사무총장(20.7%)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경우 한국 음식 중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두 나라 모두 ‘카레이스키 샐
러드’였고, 그 다음으로는 김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쟁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견(33.6%)이 우즈베키
스탄의 의견(15.3%)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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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연구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는 한국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선호한다는 점이다. 즉 중앙아시아 국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국 상품, 한국 기업을 통해 먼저 인지하고 여기서 느낀 좋은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무역규모 확대와 경상수지 측면에서가 아
니라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사람간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여주었
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을 사마르칸트, 안디잔에서 한
국에 대한 호감도는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
와 카라간다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해 현재의 비
자제도를 손보고 고용허가제나 유학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카
자흐스탄에서는 한국 방문 목적이 주로 관광에 있는 만큼 현재 초청장이 수반되어야 하
는 관광비자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백화점식 ODA보다는 맞춤형 ODA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높은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
의 경우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SOC 인프라 건설보다는 KSP 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형 ODA로 전환해야 하며, 반면 아직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누쿠스, 아티라우
등에서는 ODA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연구가 보여주듯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인들은 한국과
의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장기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실
아직 국제신용등급이 낮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 지역에서 한국
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호감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는다. 중앙
아시아에서 위로부터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시골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 성공
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적․외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본 통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경영과 진출 전략을 위한 풍부한 시사점
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도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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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강인수․송유철․이호생․한홍렬 (2010. 12)
ISBN 978-89-322-2194-6/A5/176면
7,000원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
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
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
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
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
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
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
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
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
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
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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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
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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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중앙아시아 :
정치․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12)
ISBN 978-89-322-2195-3/A5/510면
20,000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
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
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 변동, 대외 정책 변화, 중국과 미
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불교 미술, 고려인 문화 등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
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
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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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
경제․자원․과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12)
ISBN 978-89-322-2196-0/A5/317면
12,000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
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
니다. 이 논문집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연구자들이 집필한 중앙아시아의 대외경제
협력, 경제 정책, 과학기술역량,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자원협력 등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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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10-01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주진홍․김균태․이현진 (2010. 4)
ISBN 978-89-322-6110-2/A5/98면
5,000원

EU 집행위원회는 EU 정상회의의 요구로 2006년에 녹서(Green Paper)라는 형태로
｢EU 에너지전략(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바
있다. 그 이후 집행위원회는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거쳐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나 각종 입법안들을 제출하여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복잡한 데다 2000년 이후 EU 에너지정
책의 추진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고 에너지 부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EU 신에너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로 EU 에너지정책의 정책
수립 절차와 EU의 신에너지정책 결정과정 즉, 법제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EU는 2007
년에 발간한 ｢EU 에너지정책(An Energy Policy for Europe)｣, ｢제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보고서(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등의 정책문서를 통해 EU 신에너지
정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정책분야별로는 ｢제2차 에너지효율성 행동계획｣, ｢전
략적 에너지기술 계획｣, ｢기후행동｣ 등의 정책문서를 내놓았다. 또한 실제로 주요 입법
안들인 ｢제3차 전력․가스 종합법안｣, ｢기후행동 종합법안｣, ｢에너지 효율성 종합법안｣
뿐만 아니라 개별 입법안들을 통해 EU 공동규범으로 확정해 가고 있다. 정책들이 법안
으로 확정되어 가는 동안 일부 정책들의 방향이 최초의 제안과는 다소 달라졌지만 전반
적으로는 EU가 제안했던 신에너지정책의 방향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EU의 신에너지정책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에너지 공급안정성(Security
of supply)’, ‘경쟁력(Competitiveness)’ 확보라는 목표 아래 에너지 부문을 모든 EU 공
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에
너지 관련 정책수단들을 신에너지정책에 맞게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조정․적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U의 신에너지정책은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정책수단들을 조정․적용
하였기 때문에 목적상 중복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3대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된
잘 정비된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U는 역내 에너지정책을 대외 에너
지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다. 역내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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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여 역내 에너지시장을 안정시킴과 동시
에 ‘20-20-20 구상(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진)’을 통
해 EU 역내에 새로운 에너지체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를 위한 역내 기반구축 정책으로
‘단일시장 조성’, ‘기술개발’, ‘금융지원’ 정책을 조합하여 추진 중이다. 역외정책으로는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기후변화 공조, 에너지 효율성 공
조)’을 강화하고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을 확대하며 ‘EU 대내외 에너지시장
의 연계 강화’를 통해 EU 역내에서 확립된 안정적인 에너지시장을 역외로 확산하려 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이 궁극적으로는 ‘EU 에너지 신기술
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장’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에너지 효율성 정책 등을 통해 EU 역내시장을 보호하고 둘째, 에너
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EU 역내에 시장을 조성하며 셋째,
역내에서 조성된 시장 구조를 역외에 이식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U는 기후변화
억제라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저탄소 고효율사회로 적극적인 에너지체제 전
환을 추구함과 동시에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이 경쟁력의 바탕이던 구체제에서 에
너지 신기술이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EU 역외에
도 동일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녹색성장’ 정책은 에너지 부문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EU 신에너지정책 내의 개별 분야 정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향
후 실질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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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EU 로비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 연구
강유덕 (2010. 11)
ISBN 978-89-322-6111-9/A5/180면
7,000원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브뤼셀에는 현재 2,600여 개의 이익단
체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2만여 명의 로비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 정책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서 EU 로비(European lobbying)가 발달하
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로비를 공공기관과의 비공식적인 정보교환이나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의할 때, EU 로비의 발달
은 유럽통합의 심화와 같은 맥락에서 발전해 왔다. 유럽통합과정에서 EU 기관들의 권
한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익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책
결정기관에 전달하고, 정책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높아진 것이다.
EU 로비는 규제입안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와 이익단체 사이의 함수관계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 유럽통합의 심화와 함께 집행위원회의 규제권한이 점차 강화되면서, 집행
위원회는 자체인력만으로는 규제입안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시장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
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권한확대는 민주성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EU 운영
체제의 구조적인 한계점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위원회
는 다양한 소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여,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산업단체, 기업, NGO 등 다양한 이익집단들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
장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회의 권한
이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익단체들은 유럽의회에 대해서도 로비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관료조직인 집행위원회와 달리,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구성된 유럽의회는 전문지
식의 획득 외에도 대의성과 일반이익의 고려 측면에서 이익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왔다.
EU 로비가 발전함에 따라 로비의 비공식적인 성격과 사회집단 간에 나타나는 로비
능력의 비대칭성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집행위원회는 자발적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
럽의회는 의회 출입을 위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로비스트에 관한 EU의 규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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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입장에서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접근방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집행위원회가 이익단체들을 자문
절차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가능한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입안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획득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익단체는 전문지
식과 함께 충분한 대의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 정치인들로 구성된 유럽의회는
기술적 지식보다는 정치적 고려와 함께 일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의
원들의 정치적 경향에 따라 특정이슈에 대한 논의에서 찬반 성향이 극명하게 나타나므
로 정치 그룹별 정책선호도의 차이점을 감안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최근 EU 로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초기 로
비의 중요성과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로비전략, 대유럽의회 로비의 중요성이다. 법안이
입안되기 전인 초기 자문단계에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
부의견을 쉽게 반영할 수 있지만, 법안이 확정되기 직전인 입안 후반부에서는 수정이
어렵다. 그 이유로는 초기 로비에 비해서 유럽의회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여야 하며, 유럽의회가 법안을 수정할 때 기술적 보완이나 번역작업 등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로비에 비해서 후반부 로비는 더 어려우며 성과
가 적다는 것이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다. 특히 환경관련 이슈의 경우 친산업적 성향
을 띤 집행위원회의 초안이 유럽의회에서 환경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산업계의 이익보다는 일반이익을 고려하고자 하는 유럽의회의 성
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EU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주로 통상부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한․EU FTA의 발효 이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의 EU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비관세 장벽의 철폐, 규제의 수렴 등에 대한 논의
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EU 간의 연결고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장기적인 지역전문가 육성을 통해 EU의 제도와 환경
을 철저히 이해하는 한편, 정확한 목표와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 EU의 정책결정과정에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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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고령화․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김양희․김은지 (2010. 12)
ISBN 978-89-322-6112-6/A5/88면
5,000원

이 연구는 고령화․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
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실업증대 및 비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저성
장이라는 환경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체
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독립재정 부재, 사회보험방
식의 재원조달과 부과방식의 연금 운영, 직역별 부담과 급여 차이, 기업의 복지부담 형
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고령화․저성장이라
는 환경변화에 조응하기 곤란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는 연금재정 불안정,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능이라는 네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보험률 인상과 급부삭감을 중시하
는 모수적 개혁에 치중해 왔다. 현재 일본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의 모수적 개혁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
망은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신정권이 앞에서 도출된 네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공적
연금제도를 재구축할 수 있는가? 아직 민주당의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
종적인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의 개혁논의를 토대로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
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고령
화․저성장 시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개혁방향인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
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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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세대간 형평성 문
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
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
째, 저성장이 연금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가
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한국에서는 그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측면에 많이 주목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
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28

10-04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Hyun Jean Lee and Sung-Won Yoon (2010. 12)
ISBN 978-89-322-6113-3/A5/120면
7,000원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
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
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화에 기인
하고 있는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법(StrEG) 및 신재생에너지원법(EEG)과 같은 법 제
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적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독일 내 신재
생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 하는 등 다방면
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고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
립 배경,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력
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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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박노형․박성훈 (2010. 8)
ISBN 978-89-322-2173-1/A5/178면
7,000원

2001년 11월 채택된 WTO 도하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은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상
계관세 협정과 지역무역협정 관련 제반규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그 운용을 개선할 목
적으로 규범협상을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각료선언문에 따
르면, DDA 규범협상은 위의 세 가지 협정 및 그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단과 목
적들이 가진 기본개념, 원칙 및 유효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운용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
들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최빈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 각료들은 개발도상국들에 중요
성이 인정되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도 협상과정에서 명확화하는 한편 개선할 방안
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개시된 DDA 규범협상은 DDA 협상의 전반을 관장할 목적으로 설치
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내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이 2002년 1월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DDA 규범협
상은 ① 반덤핑협정 개정, ② 일반보조금 규정 개정, ③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 ④ 지역무
역협정 개정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국들 사이에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성공적인 타결이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규범협상그룹의 의장은 2007년 11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장초안(Chairman’s
Draft)’을 제출했는데, 이 두 초안 사이에 적지 않은 내용 상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을 정
도로 협상의 진행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반덤핑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에서 회원국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무역구제조치와 산업구제조치를 활용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국제통상규범이
보다 명확하게 제정되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바로 그
러한 목적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 규범협상의 경과, 주
요 쟁점 및 협상 참여국들의 입장, 그리고 협상의 중요한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조망
해보았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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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른 협상분야들과 마찬가지로 DDA 규범협상도 회원국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다. 이는 ‘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공
표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반덤핑조치’분야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즉 피소국들은 되도록 반덤핑절차를 개시하는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 자신들
에게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고, 제소국들은 그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원국들의 대립
되는 입장들이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가장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
하였다.
둘째, 특히 반덤핑조치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피소국과 제소국의 구분이 갈수
록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가장 많은 제소를 당하는 피소
국이었던 데 반해 이제는 매우 활발하게 제소하는 회원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인도는
1990년대 말을 전후하여 반덤핑제소 건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WTO 회원국으로 기록
될 정도이다. 또 미국의 경우는 중요한 제소국의 위치는 아직 점유하고 있으나, 피소사
례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동일 사안에 관한 WTO 회원국의 일관
된 입장 정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협상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보조금협정에 관한 규범협상의 경우 일반보조금 분야보다는 수산보조금 분야
의 협상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난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 분야의 협상에서는 다른 협상분야보다 ‘개발도상국 대 선진국’의 이해관계
대립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도 언급하듯이 ‘협상이 결렬
되었을 경우 회귀할 수 있는’ 기존 협정문이 없다는 사실이 협상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
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장초안’과 같은 공식 협상문서가 제시되지 못하고
‘로드맵’에 관한 토의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을 위한 협상은 이러한
어려움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DDA 규범협상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
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반덤핑조치분야에서는
제로잉, 일몰재심, 최소부과원칙 등, 그리고 보조금분야에서도 보조금의 정의, 금지보조
금의 범위 확대, 수출신용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협상의제에 관해 회원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새로이 제정해야
할 규정에 포함될 이슈들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만만치 않다. 이에 있어 위에서 언
급되었듯이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사안마다 바뀔 수 있는 점도 이해관계의 수렴을 어
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안마다 특별하게 다른 EU의 입장, 개도국이기
는 하지만 최근 능동적으로 제소에 참여하는 중국, 인도 등의 이중적 협상전략 등으로
인하여 특히 ‘Friends Group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의미하는 단순한 협상공식보다는
훨씬 복잡한 협상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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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DDA 규범협상이 세부적인 협상분야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나(반덤핑, 수산보조금), 주도세력이 부재하여 협상이 지지부진한(일반보조금) 상
황에 놓여 있어 앞으로 협상의 전개방향을 점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DDA 규범협
상의 성패는 ‘일괄타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DDA 협상의 성패에 의해 좌
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다섯 가지 결론과 함께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제시한 1995~2008년 기간의 통계자료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이 기간 중 집계된 반덤핑제소 건수에서 제11위의 위치를 차지하나, 피소건
수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제2위의 위치에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덤핑제도를 활용하
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특히 인도 및 중국 등
최근 반덤핑분야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강국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인도의 경
우 제소에서는 미국보다 많은 제1위, 피소건수는 제8위이며, 중국도 피소건수에서는 제
1위를 그리고 제소건수에서는 제8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를 포함하여
각종 국제통상규범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Friends Group의 일원으로
서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로잉, 일몰재심, 최소
부과원칙 등 반덤핑 피소국들이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2007년 의장초안에 기재되었던 불리한 내용이 2008년 의장초안에서는
철회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Friends Group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공조체제를 매우 효과
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협상단은 향후에도 이러한 협상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산보조금의 경우 일본, 대만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수산
보조금 분야에서 ‘포괄적 금지’ 방식을 주장하며 협상을 주도하다시피하는 Friends of
Fish 그룹의 적극적인 공세 때문에 다소 수세에 몰려 있는 느낌이다. 수산업에 종사하
는 인구의 비중이 비교적 많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의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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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및
과제
조미진․김민성 (2010. 9)
ISBN 978-89-322-2177-9/A5/84면
5,000원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
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
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개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
한 국제사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홍콩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한국
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말 대통령령인 ‘최
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을 개정하고 HS 6단위 기준으로 약 75% 수준의 공
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홍콩각료회의 목표치
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
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활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한국의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는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그 특혜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
과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
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
한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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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정 철․성한경․이철원․오태현 (2010. 4)
ISBN 978-89-322-2172-4/A5/118면
7,000원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2008년 11
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국 정상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하고 보호무역조치의 동결과 무역자유화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
다. 우리나라는 WTO를 통한 다자주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현재 DDA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FTA를 통한 통상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
터키 FTA 협상의 추진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터키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지난 50년간 양국은 지속적인 우호관
계를 유지해왔으나, 양국의 경제협력 현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992년부
터 한국의 對터키 무역은 지속적인 대규모 흑자를 기록, 이러한 무역불균형 심화에 대
해 터키 정부가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한․터키 FTA에 대해 단기적으
로는 터키가 서두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도 터키와의 FTA를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다. 2007년 1월 시작된 한국과 EU의 FTA 협상은 최근 가서명이 이루어져 조만
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 관계로 인해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FTA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FTA 협상의 기본 근거와 협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함께 유망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대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도 모색하였다. 먼저 터키의
정치․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치․경제 현안, 신흥시장으로서 터키 경
제의 잠재력, 최근 터키 경제의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양국간
경제관계를 교역현황과 투자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터키 FTA의 타당성 분
석을 위해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별 비교우위, 그리고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산업별 경
쟁력 분석과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통해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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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끝으로 한․터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양국간 교역활성화 방안, 한국기업의
대터키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2장에서 살펴본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터키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경제관계 현
황에서 보듯 두 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교역량이나 투자금액이 아직 미미한 실정인바,
양국간 FTA는 교역량이나 투자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무역불균형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3장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터
키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섬유 및 의류 제품, 기타 공산
품 등의 산업에서 중요한 시장이며 터키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터키
FTA는 이들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에 따른 순수한 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본 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터키가 EU와 관세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EU FTA의 발효 이후에 타결 또는 발효될 가
능성이 높은 터키와의 FTA는 미미하나마 국내생산 감소 내지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터키와 EU간의 관세동맹을 고려하여 한․EU FTA 발효
이후 한․터키 FTA 발효를 가정한 결과, 한․터키 FTA로부터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
이 미미하거나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CGE 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관세철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감축에 따른 GDP 및 후생수준 변화 이외에 양국의 투자 증진,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
고 양국간 경제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터키 FTA를 추진
함에 있어서는 상품관세의 양허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고 양
국간 관계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FTA 정
책기조가 상품의 관세철폐만이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자유화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
(comprehensive)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한․터키 FTA가 포괄적
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4장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흥시장으로서의
터키에 대한 기본전략 가운데 하나로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등 주변 유망시장으로의 접근을 모색하는 방안
을 고려하였으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하였
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전략적 수출확대를 꾀하는 한편,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을 타개하는 방안을 양국간 교역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상생의 FTA 접근전략
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터키 투자활성화 방안을 천연
가스 등 에너지 사업, 교통 인프라, 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등으로 나누어 터키정부가 중
점적으로 추진하는 터키경제의 현실과 미래전략을 반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40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조영관․이시영 (2010. 8)
ISBN 978-89-322-2174-8/A5/90면
5,000원

식량안보가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 직접투자, 농기계 수출,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부문 진
출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투자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하여, 중앙아시아의 농업 현황
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3개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카자흐스
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한 농업국가이다. 유엔식
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세계 11대 밀 생산국이며, 우즈베키
스탄은 세계 6대 면화 생산국으로 세계 주요 농업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식량안보
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 투자나 협력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투자 조건이 열악
한 이유도 있었으나, 한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 협력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정부 차원의 농
업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주요 농업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
탄의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투자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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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장용준․남호선 (2010. 8)
ISBN 978-89-322-2175-5/A5/74면
5,000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이후 세계 상품교역량은 급격히 감소하였으
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재부상과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여 왔다.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는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
다. 평균 관세율의 경우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식
물 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과 같은 비관세조치들의
경우 법률상 해석과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 건수가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상 기술장벽이란 국가간의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
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들을 뜻한다. 여기서, 기술규제란 사람의
안전 보호, 보건,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어떤 제품에 특정 요건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에어백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은 기술규제의 좋은 예라 할 수 있
다. 본래 기술규제는 소비자 권익증대, 제품 선진화 등 시장의 기능에 긍정적 측면을 부여
한다. 하지만, 국가간에 기술규제가 상이할 경우 규제의 불투명성, 생산설비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수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규제는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감시 및 조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산하에 WTO/TBT 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제정 및 개정된 기술규제
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이 WTO/TBT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TBT 통
보문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통보건수가 2008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경기침
체에 따라 기술규제가 보호무역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특징별로 보면, 중국과 같은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기술규제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일반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목적별
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환경보호, 신기술개발로 인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개도
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위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자
의 경우 기술규제 도입국 특유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무역마찰
분쟁의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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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위원회는 매년 3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의 기술규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이때 다루어진 의견교환 내용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이라고 한다. 특정무역현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 이후에는 미해결 현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
를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정무역현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호, 신기술개발 등 규제 도입국의 주관적
특징에 의존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현안 제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주관적 특징에 의존하는 기술규제 건수가 많았다. 따라서 기
술규제와 무역과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지난 5년간, 선진국에서 더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규제와 무역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
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전체모형에서 기술
규제 건수와 무역개방도는 예상한 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각국의
기술규제는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로서 작용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선진국에서 더 심화되어 예상한 대로 선진국의 기술규제가 무역
장벽적 요소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체 데이터를
2004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경우, 기술규제와 무역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2004년 이
후에 더 심화되었다. 즉, 예상한 바 대로 최근 들어 기술규제가 무역 장벽적 요소로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급증하는 기술규제는 무역장벽적 요소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
으키고 있다. 따라서 내수보다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
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첫째,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여
기에는 주요 교역국의 기술규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
규제에 대한 심층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기술적, 법률적, 과학적 타당성 연구, 무역에 미
치는 영향 분석, 상대국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
며,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 통상전문가, 협상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이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각 산업별로 각기 다른 부처에
서 TBT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려우며, 반복적인 업무 실행 등의 비효
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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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WTO/TBT 위원회가 기술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유력한
근거로 삼는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선점될 경
우 국내 기술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나 추가설비 설치가 필요 없어 수출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별 또는 제품별
국제표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국내 기술규제와의 비교 조사,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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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이재영․이시영․두게르 간바타르 (2010. 9)
ISBN 978-89-322-2176-2/A5/196면
7,000원

과거 국제무대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몽골이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이해 관심이 집
중되는 곳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우선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국
가에 둘러싸여 있는 몽골이 소위 ‘제3의 이웃’ 정책에 기초하여 전방위(Multi-Vector)
외교를 추진하면서 그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최근 몽골에서
대규모 신규 광산들이 발견되면서 세계 각국이 몽골의 자원개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는 점과 관련된다. 이외에도 몽골이 동유럽과 견줄 정도로 성공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과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매력적인 진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한국은 1990년 3월 몽골과 수교한 이래 다방면에 걸쳐서 몽골과의 협력을 꾸준히 확
대시켜 왔으나, 양국간의 정치 및 사회문화 관계의 발전에 비해 경제협력 면에서는 당
초 기대한 만큼의 협력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주로 몽골의 경제
가 매우 낙후되어 있고, 내수시장이 협소하며,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국가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이 부
상하는 속에서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적
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몽골은 한국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및
중국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한국이 반도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유
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몽골은 장차 한국의 자원
안보, 식량안보의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향후 몽골의 경제발
전 잠재력이 높아 상호 협력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몽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한국은 몽골과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몽골과의 협력을 대폭적으
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
은 몽골의 전략 환경 분석, 몽골의 경제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현황,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그리고 한․몽 전략적 협
력방안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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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한 몽골은 다른 체제 전환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개혁․개방 수준이 높았으며, 거시경제 안정이 빠르게 정착되었다. 2008년 하반
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몽골 경제는 2010년에 들어와
서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발정책 노력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힘입어 몽골의 GDP는 향후 5년 내에 2배로 늘어나고, 10년 내에 4배
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0년까지 몽골의 교역은 약 80%가 구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1990년
대에는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일본, 스위스, 카자흐스탄, 미국, 한국 등이 주요 교역 대상
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러시아의 교역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국의 비중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들어서 교역 대상국은 1990년대에 비해
확대되었고, 교역품목이 보다 다양화되었다. 2009년 기준 몽골은 총 72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중국 73.1%, 캐나다 7.8%, 영국 6.7%로 이들 3개국이 81.5%를 차지
하고 있다. 또한 몽골은 총 108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50.4%)이고, 그다음이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42.7%)이다. 몽골은 주로 광물자원과 섬유 및 목축업 관련 제품을 수출
하고 연료 및 광물제품, 자동차, 기계 및 장비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서 2009년까지 몽골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중국
(4,927), 한국(1,856), 러시아(752), 일본(428), 미국(227) 순이다. 특히 중국의 기업 수
가 약 절반(49.57%)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은 한국(18.67%)이 차지하
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19억 8,148만 달러(51.27%),
미국 1억 8,938만(4.90%), 한국 1억 7,566만 달러(4.55%), 일본 1억 6,117만 달러
(4.26%), 러시아 1억 6,116억 달러(4.17%), 중앙아시아 국가 9,276만 달러(2.40%), 그
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7억 7,296만 달러(20%)를 투자하였다. 같은 시기 몽골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의 절반이 넘는 52.2%가 광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무역 및 요식업(18.7%),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업(4.9%), 경공업(3.9%), 건설업(2.7%)
등에 투자되었다.
몽골 정부는 2007년 새천년개발목표에 기초하여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적인 국
가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2015년까지 1인당 GDP를 최소 5,000달러, 2021년까지 최소 1
만 2,000달러까지 증대시켜, 중간 소득 규모의 국가에 합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자
원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광물채굴 산업을 역동적으
로 발전시키고, 그 후에는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첨단산업에 기초한 수출지향
적인 제조업의 활성화 및 산업 다각화를 실현함으로써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
적으로 낮은 국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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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막대한 차관 제공에 기초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
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몽골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제전
환의 어려움을 극복한 러시아도 과거 몽골에서 누렸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몽골에 대
한 진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몽골과 다양한 분
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제3의 이웃’ 국가들 가운데서는 몽
골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몽골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었
던 일본은 최근에 들어와서 몽골의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세계 주요국들의 대몽골 진출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정치협력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양국간 정상 및 고위급의 상호 방문을 통해 경제협력 계획을 논의하거나 각종
협력 협정을 체결한 적은 많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업은 적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
량은 수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에 2억 3,823만 달러, 2009년에는 1억 6,990만
달러였으며, 2009년까지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으로 몽골 투자 관련 법규의 잦은 변경, 관료의 부정부패, 협소
한 내수시장, 열악한 물류수송망과 기후조건 등이 크게 작용했지만, 한국의 몽골에 대
한 정보 부족과 한국과 몽골 간의 비싼 항공료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몽골은 1992년 시장경제체제 전환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킨 나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의 운송
및 교통의 교차지로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경제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기 때
문에 최근 몽골의 국제정치적인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에 들어
와서 몽골의 전통적인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
다,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들이 몽골에 대한 진출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신속
한 의사결정과 막대한 차관 제공, 일본은 과감한 경제지원, 미국은 군사협력과 현지 연
구센터 개설 및 원조를 통해 대몽골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대몽골 협력을 확대하고자 진출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몽골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물류 운송로가 개설되고,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해 항로
가 열리게 되어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경우 몽골은 내륙
국으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몽골은 인종․문화․언어적 유사성을 가진 매우 우호적인 국가로서
장차 한반도의 통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좁게는 중앙
아시아, 넓게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더욱
이 몽골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자원 및 식량안보의 달성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협력 대상국이다. 몽골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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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
고 있으며, 한국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몽골과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역
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몽골 협력이 보다 심화․확대되
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우선 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기계설비 및 부품 생산, 농목축업의 원료를 활용
한 육류 및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수출, 정보통신산업, 물류유통 및 서비스업, 건설자
재 산업, 관광 분야 등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
물자원개발과 석유산지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몽
골측이 원하는 철도, 도로 및 기타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진출하는 것이 합목적
적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형 정유공장, 소형 원자
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발전소 건설 참여 등 플랜트 산업 분야의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몽골 국가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철도 및 도로건설, 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 사업,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등 인프라 개발 관련 분
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그동안 시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농업협력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고, 러시아 및 중국과 인접한 자유무역지대로
의 진출을 확대하며, 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몽골이
이와 같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호 원-윈(win-win) 하는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양국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한국과 몽골
은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수준의 경제통합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위한 사증면제협정을 조속히 체결
해야 한다. 셋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위
급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하며, 특히 ‘한․몽의원친선협회’와 같은 국회 차원의 채널
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KOTRA 무역관을 몽골 현지에 개설하여 특히 한
국 중소기업들에게 몽골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몽골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몽골의 광활한 영토에 비해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장차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국에서
몽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몽골에 가칭 ‘한국․몽골연구센
터’를 설립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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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자원가격 폭등으로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은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 상품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단순하게 수출하는 성장모델은 수
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을 육성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지속적으
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깨닫게 되었다. 원자재 자원의 단순한 해외 수출보다는 부가가치
를 더 높인 석유화학류 제품 등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는 플랜트산업 발전전략으로 나
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미 1997년 ‘카자흐스탄 2030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growth)’ 달성을 우선적인 추진사항으로 결정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EBRD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Sustainable Energy Programme)’을 중심으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플랜트시장이 열리면서 플랜트산업의 시공과 운영에 세
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플랜트시
장은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동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동 플랜트시장의
경우 투자리스크 없이 외국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수주 프로젝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중앙아시아는 아직 제대로 된 제도와 법적 장치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플랜트를 발주할 만한 여력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
기는 수출 부진에 따른 중앙아시아 정부의 재정악화로 플랜트사업 추진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게 만들었다. 중앙아시아 시장을 노리는 중국, 일본, EU, 러시아는 자국
플랜트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차관, ODA,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면서 한국기업이 참여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이 ‘중앙아시아~중국 가
스관’을 통해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를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전략
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중앙아시아의 핵심적인 두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의 산업현대화전략으로 추진하는 플랜트산업 전반에 관해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한
국의 참여전략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앙아시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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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독점하는 전략에 대해 한국은 자원개발과 플랜트를 연결하는 패키지전략을 추
진할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인 환경과 전략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글로벌 메이저 플랜트업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련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한국
이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시장 특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자원․에너지 현황과
개발정책, 다른 주요 외국인투자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자
원․에너지 개발과 플랜트 전략을 결합한 패키지전략을 고찰할 것이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지딜의 분야로는 플랜트, SOC 개발, IT, 조선, 초고속열차, 신도시개발 등
이 있다.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은 플랜트 수주기업이 파이낸싱을 담보하는 개발형 성격을 띠
고 있으며, 한국은 국가적으로 장기저리의 자원개발 및 플랜트 수주를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제 국제 플랜트시장은 플랜트 설
계와 시행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플랜트 자금조달 구조와 대안 없이는 성공적인 수주
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중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조차 자국 플
랜트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연히 자국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
금조달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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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손기태․백유진․김민희 (2010. 10)
ISBN 978-89-322-2179-3/A5/98면
5,000원

우리 정부와 기업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
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과거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 역사 중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정치 및 경제 변화는 현재 인도네시
아의 정치․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3장에서 인도네시
아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정치 변화를 개관하면서 같은 기간 일어난 경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이 기간 정치 변화는 대략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티로 이어지는 혼란기 이후 2004년 유도요노의 대통령 취임과 2009년의 재임으
로 연결되는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헌법개정, 지방분권, 분리독립운동,
테러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4장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을 서술한 후 경
제 부문 중 은행, 노동법, 부패 부문에서 이루어진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한다.
은행부문의 대출자산이 부실화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IBRA를 설립하여 이 기관이 은
행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초기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재정압박의 우려
가 높았지만 추후 유가 상승 호재로 재정압박의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다. 그러나 은행
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정부은행이 파산 또는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화하여 구조조정은 완결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IBRA가 조기해체되었
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시 경험한 지불인출쇄도를 방지하고자 예
금보험을 설립하였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노동법 13/2003을 중심으로 친근로자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노동법 자체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운용에서 얼마나 친근로자적인지 파
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6년 경제계가 이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노동법은 실질적인 운용에서도 과거에 비해
서 친근로자적이라고 판단된다. 친근로자적인 노동법 외에도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
금에 비해서 그다지 낮지 않고 평균임금보다 빠르게 성장한 점에서도 인도네시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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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점차 친근로자적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총 근로인구의 1/3
만이 노동법과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노동제도가 총 근로인구에 미
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부패척결은 하비비 정권부터 논의되어 왔고 산발적으로 부패에 연루된 관리들이 처
벌되었다. 그러나 부패척결을 본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인물은 유도요노이고, 유
도요노가 재임하면서 부패척결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부패척결은 관련인물 처벌에 머물렀을 뿐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장치는
미비하다. 단, 최근 부패방지를 위해서 회계제도가 개선되고 공무원의 임금이 상향조정
되었다. 이와 같은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점차적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도네시아의 부패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 장의 내
용에 기초하여 대인도네시아 투자 진출방안을 간략히 고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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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
정지원․박수경 (2010. 10)

ISBN 978-89-322-2180-9/A5/80면
5,000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
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
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
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
는 2015년까지 MDG를 중심으로 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
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개도국의 개발경로와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
화와 개발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고,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를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개
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
석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역사적 책임
에 따른 부담(기후 재원)과 전 세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의 고려(기후
ODA)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
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
십’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녹색 ODA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환
경 ODA와 기후변화 재원을 둘러싼 원조 전환 문제,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
한 통계보고,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 거버넌스 등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녹색 ODA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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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박영호․허윤선 (2010. 11)
ISBN 978-89-322-2181-6/A5/106면
7,000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주요 과
제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앞
으로도 하락보다는 상승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체에너
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환경문제가 국내 및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
서 친환경 에너지로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대체에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태양광, 풍력 등과 함께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로 바이오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가장 큰 의의는 심각한 전력난 해소에 있다. 아프
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대륙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절
대적인 에너지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아프리카의 전력부족문제는 단순히 산업적 영역
을 뛰어넘어 보건,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발전소
건설 등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단기간 내
에 전력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게 되
면 기존 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바이오에너지는 특히 인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1차 에너지원으로서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밀도가 낮고 제반 인
프라가 극히 열악한 아프리카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으로까지의 송배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바이오에
너지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또 다른 의의는 환경과 보건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전력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5.5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가 나무 등과 같은 재래 에너
지원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산림파괴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조차 원시적인 바이오매스 자원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산림파괴와 이에 따른 환경문제는 채취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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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더욱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과다한 바이오매스 이용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으로 많은 여성과 아동이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환경보호 이외에도 농촌지
역의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의 토착에너지원(indigenous energy sources)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생산, 가공
처리, 수송, 교역 등의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
출과 연결될 수 있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의 대량생
산과 소비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과 농가소득 향상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아프리카는 광범위한 유휴 농경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
다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아프리카가 전 세계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의 바이오에너지 산업발전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과 과제가 남아 있다.
남아공을 비롯하여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른 어느 개도국에 비해
일찍이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보여오고 있지만, 나머지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차
원의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브라질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선두
주자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기술 및 경험 축적, 상용화의 성공 및 넓은 소비시장도 있
지만, 이에 앞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이에 따라 운송비용이 매우 비싸다. 더욱이 바이오에너지의 수출
은 더욱 어렵다. 높은 수송비용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 열악한 인프라 사정은 다른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아프
리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예컨대 일본에서 코티디부아르까지
자동차 한 대를 배로 운송하는 비용은 1,500달러인 반면에, 이를 코티디부아르에서 에
티오피아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무려 5,000달러를 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야자유를 싣
고 인도네시아에서 케냐 몸바사 항구까지 가는 수송비는 톤당 40달러라고 한다. 그러나
몸바사에서 육로를 통해 우간다 수도 캄팔라까지는 톤당 100달러가 넘게 든다고 한다.
거리로 보면 1/6에 불과하지만 비용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내륙국
가에서는 수출상품을 연안지역으로까지 실어나르는 데 수반되는 운송비용이 수출가격
의 무려 3/4에 해당할 정도이다. 그리고 내륙지역에서 어렵게 항구까지 상품을 운송한
다고 해도 이를 선적할 항구 또한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극히 열악한 아프
리카 역내 인프라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아프리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농지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을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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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프리카 진출에는 이와 같은 현지사정과 물류상의
난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발협력(ODA) 측면에서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관련 산업의 동반진출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IT 협력진출(특히 농촌지역)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때 바이오에너지 개발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GSMA(GSM Association), MTN, 에릭슨 등 외국 통신기업들은 무선통신 기지
국을 위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바이오연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지국 현지에서 생산
중인 팜유, 자트로파 등 바이오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
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탕수수, 곡물 등과 같은
식용작물(1세대 바이오에너지 원료)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식량안보와 관련되
는 문제로 광범위한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
식용 바이오매스(2세대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바이오 작물이 바로 자트로파(Jatropha)이
다. 자트로파는 열대 야생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식용작물로 황무지에서 잘 자라며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매력이 크다. 자트로파는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오일함량이 많은 관계로 차세대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
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경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
나, 아프리카의 광활한 유휴 토지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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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한바란․김민희 (2010. 12)
ISBN 978-89-322-2182-3/A5/96
5,000

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
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
적으로 환경을 개선․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본 보고서에
서는 녹색원조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적인 측면을 주류화해 개도국의 노동
시장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원조사업의 실행을 제안한다. 일반적
으로 경제발전은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의 열매가 반드시 골
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빈곤층의 수나 그들의 빈곤 정도가
필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을 빈곤 탈피에 직접 연계시키는 방법 중 하나
가 바로 고용기회의 증대와 임금 향상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녹색 일자리를 산업별로 접근해서 녹색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종류
를 설명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자료는 개도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파
악한 후 어떠한 녹색원조사업과 사업진행방식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완, 개선할 수 있을
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개도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정리하고 녹색원조사업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및 규제를 변화시켜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킨 탄자니아와 방글
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섬세하게 계획된 녹색사업이 개도국 특유의 노
동시장 특성－많은 비공식인구, 비조직화, 높은 실업률, 많은 아동노동과 낮은 여성노동
의 비율, 그리고 낮은 인적자원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자 측은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고
용되었던 폐기물 수거자들을 공식적으로 고용되도록 하였고 아동노동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방글라데시의 태양광주택시스템 설치 및 보수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처
음부터 업무에 적합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훈련시켜 총고용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주류화하는 세부정책을 펼
쳤다. 두 사례에 덧붙여 태양광 주택시스템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정부
의 기술개발 협력기구인 독일 기술협동공사(GTZ)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술의 현지화,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민관 협력, 고용집약적인 사업의 선택, 노동문제의 주류화, 인력의 역량 강화, 적절한 노
동규제 등이 어떻게 해당 수원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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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권 율․박수경 (2010. 12)
ISBN 978-89-322-2183-0/A5/104면
7,000

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을 강화하
면서 해외자원확보 및 경제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는 호혜주의,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과 수원국의 자력발전 지원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전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
되어 새로운 자금공여방식으로서 저리의 우대차관이 도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은 원조규모뿐 아니라 원조 수행방법 및 추진체제, 지원방식 등에서도 OECD DAC를
중심으로 하는 ODA 정책규범과 수행체제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경협기반 확대에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기존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국제적인 정책규범과 다른 독자적인 방
식을 통해 원조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
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 및 투자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확보 및 인프라 확충
등에 대규모 자금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원조체제와는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 및 정책목표를
분석하고, 지원대상 국가 및 분야, 원조의 목적 및 수행방법, 원조관리의 측면에서 중국
의 원조전략과 수행체제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수
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원확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
시키고 있는 중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자 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ODA 분야에서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양국 협력사업 및 개
발경험 모범 사례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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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
가나․콩고(DRC)․남아공․에티오피아
박영호․김지연․전혜린 (2010. 12)
ISBN 978-89-322-2184-7/A5/129면
7,000원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경제
적 발전과 함께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
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가능성
은 충분하다. 그동안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크게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 시장에
비해 미성숙하고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새롭
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BRICs 등 기존의 신흥시장들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
개척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확보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아프리카 53개국은 UN 회원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AU(아프리카연합)를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
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너무 앞세운다면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호혜적으
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발전노하우를 보
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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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실적인 경제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
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개발협력 역시 제한된 원조
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차원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가나․콩고․남아공․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
로 선정하였다.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
다. 광물자원 부국인 콩고(DRC)는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최대 시장으
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경제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신흥시장이다. 에티오피아
는 아프리카 최빈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의
동맹국이었다는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점국가들과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나
와는 포괄적 농업협력, 건설플랜트,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가나는 경작 가능한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볼타
호수(Lake Volta)가 있어 농업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등 일
부 환금작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의 발전 정도가 낮은 편이다.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훈련센터를 개발원조자
금으로 설립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농공복
합단지(MCI)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농공복합단지는 농수산업
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농기계, 농가공, 비료)과 녹색에너지산업(수력, 바이오에너
지)까지 포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영농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다
지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플랜트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건설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행정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현대화, IT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
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콩고와는 SOC 건설과 연계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
라 구축, 새마을운동 전수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콩고는 오랜 내전으로 대부분
산업기반시설이 파괴되어 SOC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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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콩고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만 국가재정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국고에서
SOC 건설대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의 위험부담 및 수익배분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한 농업․농촌 개발협력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콩고를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전수
의 롤모델(role model)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일
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새마을운동이 상대방 국가에 그대
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셋째, 남아공과는 FTA 추진, 선진메이저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원자력 협력,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
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
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
세동맹체 회원국이므로 남아공과의 개별적 논의와 함께 SACU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
요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서방 메이저와의 동반진출을 제시하였다. 남아공 자원
개발시장은 유럽계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장벽이 매우 높
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계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은 이들의 시장독점에 따른 제약요인
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및 바
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
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 및 운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
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남아공 원자력 진출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교환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 측에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수준과 세계적
인 운영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 보건 및 교육개발 지원, 농업개발 지원, 식
수개발 등을 주요 개발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전력사정이 최악이지만,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역량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수력발전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력
발전(10MW 이하)은 독립적인 전력공급수단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송
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
아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68%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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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라리아는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구의 6%만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식수개발 확대사업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
을 정도다. 우물개발을 통한 식수개발사업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협력분야로 평가
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도 절실한데 에티
오피아 인구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6%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65%)에 크
게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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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김한성․금혜윤 (2010. 12)
ISBN 978-89-322-2185-4/A5/101면
5,000원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무역
자유화에 있어 ‘점진적인 관세인하’ 방식을 추구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2001년 중국이 참여하고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제3라운드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
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아
ㆍ태 무역협정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협정이며, 제3라운드의 발효와 연이은
제4라운드 개시로 역내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해 빠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FTA 혹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협정이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ㆍ태 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활용률 향상과
원산지 규정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아ㆍ태 무역협정에서 한국의
낮은 수입 활용률은 한국이 양허안 작성에서 효과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에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아ㆍ태 무역협정의 관세인하로 인해 기대되던 소비자 이득이 제한되
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역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
기준을 원산지를 결정하는 단독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의 아ㆍ태
무역협정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아ㆍ태 무역협정 제4차 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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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김태윤․이재호 (2010. 12)
ISBN 978-89-322-2186-1/A5/98면
5,000원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와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
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
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2008년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관세조치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
는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된다.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
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 Measures)로 구분된다. 특히 기술조치에 대한 구분은 비
관세조치 중 급증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검
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기
술조치는 선적 전 검사 같은 수입절차와 관련된 부분, 반덤핑․세이프가드 등의 가격제
한조치, 쿼터․수입금지 같은 수량제한조치, 수입대금 결제 제한․특정 환율 사용 등과
같은 금융조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비관세조치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무역과 연
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 정책을 도
입하였는데, 이는 수출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단기적인 자국 산업 보호, 장기적인
국내 해당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였다.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 석탄, 철광석, 코코아, 팜
오일, 라탄(Rattan) 등에 대해서도 내수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내경제 안정화와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수출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에서 농업, 신발,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업을 수출산업
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 부분과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내 서비
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경우, 우선 직접적인 가격비교보다는 무역량에 기
반을 둔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의 응용
을 통한 추정방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의 관세품목별 비관세조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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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UNCTAD의 통계자료
(TRAINS)는 각국의 상품별 SPS, TBT를 포함한 비관세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민간연구소(CEPR) 주도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시스템(Global Trade Alert)도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정보 확
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주도의 비관세조치 통계자료(CoRe
NTMs Database)도 최근 도입되었고,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철강제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인도네
시아의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일종의 수량제한 또는 기술규제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약 35.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최혜국
관세가 12.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
행 중인 기타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최혜국관세가 5%인데, 실증분석에 따라 이러한 비
관세조치가 약 29.5%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
가의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품목(예: 수요 변동이
크며 대체재가 많은 품목)일수록 무역보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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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여지나 (2010. 12)
ISBN 978-89-322-2187-8/A5/109면
7,000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협상 개시가 현실화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민
감한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와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인도 포괄적경
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시 인도의 요구
로 인력이동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보듯,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
에서 중국의 개방 요구가 예상되므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 중 인력이동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의 인
력이동 분야 FTA 협상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DDA(도하개발어젠더, Doha Development
Agenda), APEC(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 Conference), 기체결 FTA 등 이
제까지 중국이 체결한 통상협상에 나타난 인력이동 협상 시 입장과 개방 현황을 분석함
으로써 중국의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의 요구가 예상되는 분야와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서비스 협상의 Mode 4 범주별 협상에 있어서는 자국과 상대국의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양허 수준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는 DDA에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 Service Supplier)를 양허하고 있기 때
문에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측에 CSS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뉴질
랜드 FTA부터 그 이후에 체결한 모든 FTA에서 중국이 6개월 체류를 양허하고 있는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에 대해, 한국은 DDA에서 90일을 양허하고 있으므로, 체
류기간을 조정하여 한-중 FTA의 새로운 범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숙련노동력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 기재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뉴질랜
드 FTA에서 뉴질랜드 측만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하는 비상호적 협상결과가 도출되었
다. 한편 한국은 한-인도 CEPA에서 163개 직업에 대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독립전
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 분야의 제한적 개방을 양허한 바 있다. 따라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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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FTA 협상 전에 국내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방을 허용할 부
문을 선별하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는 등 협상에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한 -중 FTA 인력이동 협상시 서비스 분야별 양허와 연계된 DDA 플
러스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 관련 서비스는 중국 자신도 GATS와
FTA에서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한 분야이며 정책적으로 육성의
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이기도 하므로 FTA 협상 시 상대국에게 개방요구 수위
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DDA 수정 양허안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 분야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개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
이므로, 향후 인력이동 협상 시 동 분야의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협상시 전통적인 중의학 분야에서 중국 한의사 및 간호사에
대해 1회 최대 200명 입국,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양허를 얻어낸 바,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FTA를 체결한 유일한 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인력이
동 협상 내용과 체결 이후의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한-중 FTA에 임하는 우리나라
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먼저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인력이동 FTA 협상 결과를
실행함에 있어서 새로 발생한 일시입국인력의 비자 발급을 위해 별도의 비자 분류를 개
설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FTA 인력이동 협상에 대비함에 있어 기존의 이민고용정책
과 긴밀하게 연계시킨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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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강준구 (2010. 12)
ISBN 978-89-322-2188-5/A5/125면
7,000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낙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에 불균형 상태가 지속․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건은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
장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라는 변화 속에
서 생산자 서비스의 발전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
황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객관적․정
량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연
관분석을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국제비교를
하였다.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비교를 위한 서비스산
업의 파급효과 및 생산성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의 연구도 자료가
유용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산업연관
표를 활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제반 경제적 특
성과 파급효과 및 생산성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ECD 회원국에
서 서비스산업은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0~05년 동안 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총산출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
으로 매우 낮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는 차이점을 보였
으며, 2000~05년 동안 여타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서 고용 비중만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생산자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OECD 회원국에서 이들 업종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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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고용 비중이 낮아 여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높은 노동생
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양상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05년 동안 동 업종에서 여타 비중은 감소하고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자 서비스의 노동생산성 개선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었
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중간투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나,
이 중 대부분이 물적 중간투입과 수입 중간투입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중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그중에서
도 생산자 서비스의 중간투입률은 비교대상국가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생산자 서비스
를 중심으로 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는 물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활용 부진양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서비스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OECD 국가에서 서
비스산업은 전반적으로 최종재적인 성격보다는 중간재적인 특성이 강했으며, 서비스산
업보다 제조업의 생산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은 전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동
산․사업서비스, 여타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전방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 전체의 생산파급효과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
호한 상태를 나타내었지만, 업종별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도소매, 금융․보험, 부
동산․사업서비스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서비
스산업 전체의 전방파급효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국내에
서는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이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활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
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음식․숙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방파급효과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 동 값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비해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극심한 부진 양상을 보였고, 특
히 2000~05년 동안 여타 OECD 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연관생산성 모두 증가한 반
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이와 같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국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와 생산자 서비스 업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반면, 음식․숙박, 도소매, 교육, 보건․의료 등은 매우 부진한 양
상을 나타내었고, 국가별로 보면 서유럽 및 북유럽의 선진국과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
의 업종에서 높은 생산성 수준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와 동유럽 국가들은 일부 예외적
인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낮은 생산성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기․가스․수도, 보건․의료, 공공․국방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기준 노동생
산성이 분석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열위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국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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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 서비스 관련 업종이 매우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
성이 높은 분야가 연관생산성 또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국가별․업종별 상대적
인 연관생산성 수준도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은 보건․의료와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의 40~60% 수준에 불과하며, 대다수 업종에서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인 격차가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연관생산성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
라 서비스산업의 연관생산성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더 부진한 이유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의 파급 규모보다 고용의 파급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
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여타 OECD 국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상태이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
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생산성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시장의 조정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면
Wölfl(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침체된 서비스 분야로 단순한 자원의 재
배분만이 발생되어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확대되지만 이 분야의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현재 시행 중인 서비
스산업 관련 정책을 고려할 때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정
책이 요구된다. 첫째,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지양하고 서비
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생산자 서비스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상업적인 서비스 분야
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산
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도록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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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
(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던 2005년까
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 체제로 전
환하고 협력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 사업은
최근까지 추진력이 약했으며, 이는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계획
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하면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GTI 추진현황을 살펴보
고,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 후, GT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
구 고찰,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기대효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연구 목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GTI의 활성화 조짐,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
비책 마련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윤승현(2009),
심의섭․이광훈(2001), 이성우(2010), 하영석(2002), 백종실(2005) 등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Church & Reid(1996)와 같은 해외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도 소개
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기대효과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는 GTI의 추진현황이 기술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TRADP의 추진 배
경과 진행 과정, 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으로 세분화되어 소개되었다. TRADP
사업은 1980년대 중국의 동해출로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TRADP 초기 주요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으며, 개
발지역도 3국 접경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TRADP는 GTI 체제로 전환되
고, 동시에 주요 참여 국가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으로 확대되면서 개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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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층 넓여졌다. 2009년 북한의 사업 탈퇴로 인해 현재 참여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
시아다.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과 연결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및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에도 열심을 보이면서
GTI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GTI의 잠재력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크게 지경학적 여건과 교통운송 잠
재력,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구분되었다. 간략히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교차지
역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철도․도로․해운 운송망 등 교통운송에서 경
쟁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만강 지역은 경제발전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만강 유역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
본은 자원과 기술의 수출, 북한․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수출, 북한, 중국, 러시아, 몽
골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출, 한국, 중국은 경공업제품 수출, 중국․몽골은 농축산품과
식량 수출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정책,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한국정부
가 GTI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유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GTI
대상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무역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 시장선점 △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확대, 북한의 개방유도 및 통일 대비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중국은 GTI 사업을 동북 3성 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은 랴오닝의 ‘5점 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계획, 에
이룽장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는 랴오닝 ‘2대기지, 3대
산업’발전 전략, 지린성 ‘5대기지’ 발전 전략, 에이룽장 ‘6대기지’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된
다. 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은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북한은 두만강지역
및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저조한 사업 성과 및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2009년 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나진항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간접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GTI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TRADP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과거 제시된 정책과제가 내포한
한계를 분석한 후 GTI 활성화를 위해 향후 유관국들이 취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과거 TRADP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물류인프라 확충방안, 인프
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
안,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들이 검토되었고, 이 외 TRADP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
점들이 지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GTI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
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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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조영관․강명구․김계환․김한칠․성원용․이시영 (2010. 12)
ISBN 978-89-322-2190-8/A5/299면
10,000원

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
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
다. 이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정책적,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인프라, 법․제도라는 네 가
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문별 분
석을 통해 평가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투자매력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정책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
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들은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향후 발
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세 국가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
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시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정
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한 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2010 연구보고서 요약집

173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고정자본
형성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
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보급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법․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설립과 관
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 기간의 경우 우즈베키
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인이
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
과 투자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
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
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 국가
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투자 환경에 직접․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앙아시
아 국가들간 경제관계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국가들 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정치, 경제 협력 증진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경제와 관련된 취
약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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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웃 국
가들 간의 경제관계 변동 상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 경
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가진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
하여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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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윤성학․문창권․변현섭․이성훈․장세진․주진홍․최 호 (2010. 12)
ISBN 978-89-322-2191-5/A5/312면
10,000원

중앙아시아 발전 플랜트시장은 한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지역은 자원
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형 기술과 성장모델에 많은 관심과 호의를
보여 왔다. 한국기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유, 석유화학, 발전,
담수 분야의 세계 수준의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가 추진하는 산업다각화와 현
대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경
험하고 있다. 전력 생산은 국가기간 산업 중 가장 기초적이고 국가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전력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생산 증가를 위해 기존 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전통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력 생산 증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재정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플랜트사업에 대해 선진화된 기
술과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 지역 진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의 진출에는 현지의 높은 투자 장벽과 리스크가 존재
한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태환 지연 등 환율이 상시적으로 불안하며 자금의 해
외 반출 통제 등 엄격한 외환 관리로 기업의 자금 운영 능력에 큰 제약이 있다. 또한 높
은 과세부담과 불투명한 세무규정, 정부당국의 자의적 개입으로 흑자도산의 우려가 있
기 때문에 현지 진출 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IPP 사업의 경우 현지에서는 다소 생소한 국제관례인 PPA 계약 등
법률적 문제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업체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
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진출하였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모두 이 지역 시장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넘어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로 진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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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리스크 대처 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에
너지 플랜트 건설기간 중에는 공기지연과 투자비 초과, 기존발전설비 운전방해 등의 가
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기간 동안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
력요금의 미인상, 이용률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 경쟁발전사업자에 따른 이용률 감소,
연료비 증가,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초과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 및
환율 변동 등 재무적 리스크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
처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한국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플랜트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나아
가 러시아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
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자본이 풍부한 중국, 일본, EU 등과
의 국가적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금융상의 애로점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 지원 확대
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원개발펀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플랜트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대중앙아시아 플랜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하여 행정부, 국
회 등의 정치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정부와의 인적교류 강화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 중심적인 체제로 모든 의사결정이 대통
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나 경쟁방식 이전에 사전 협상을 통
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해 정상
외교와 정부간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쌓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의 성과도 수년간에 걸친 정상들 간의 우호적인 협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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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
로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
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를 설치
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
다 적극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인
구대국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 우즈베
키스탄의 협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지칭한다. 이렇듯 통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 권력엘리트에 대
한 고찰은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
진 엘리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였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엘리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역사․문화적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신세습
주의(Neopatrimoni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인 법과 제도, 관료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습적 관행과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즈
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세습주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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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적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신세습주의적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한 통
치 시스템이다. 국가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특정 엘리트 파벌의 이익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사
적 도구화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성된 신세습주의 체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제도화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
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목격되고, 파벌과 후원주의 관계로
얽힌 엘리트 집단이 정부기구(대통령 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 등)를 둘러싸고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구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엘리트 파벌
들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네트워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정점으로 개인적 충성과 친분이라는 원칙에 의해 재편성된 친위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구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째, 공식적
접촉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엘리트 파벌의 핵심들과
비공식적, 사적 접촉창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기
업 간의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접근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비공식적 막
후 접촉에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
은 권력 엘리트 핵심 세력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
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절충해낼 줄 아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즈
베키스탄 주요 권력 엘리트 파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접촉, 협상 매뉴얼과 노하우를 축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
가 있다. 정보와 협상 노하우가 개별 사안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되지 않고 사
장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국의
핵심 기업인, 전문가,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류 네
트워크 또는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접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채
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의 차관급이 중심이 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과 광범위한 민간전문가, 기업인들의 참
여가 제한적인 관료, 실무자들의 모임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의 진단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세습주의 체제 국
가들과 협력 시 핵심 엘리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신뢰구축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
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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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경계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역사, 문화, 종
교, 인종적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몇 개의
역사적 지리, 정치적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즈베
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트 형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설
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파벌 간 경쟁은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 간의 경쟁과 협력,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파벌 정치의 변화와 분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했을 때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
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운동이 없어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우즈베
키스탄 내외의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
부의 완벽한 통제와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별다른 반향은 없는 상
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들이 무한정 중앙에 복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의 이익을 중앙정부
가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주며 합의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카
리모프 대통령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 문제가 거론되면서 차기 권력 후계자로 여러 사람
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다양한 파벌들을 중화시키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
건설과 국민건설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리모프 대통령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 내 정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
록 주변국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간 융합 및 지역 지방 엘리트들에 대
한 연구와 접근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형성과 분화 과정
을 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성장 과정을 추적하
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부상
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21세기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소중한 잠재적 자산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노력은 크게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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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했다. 이는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활용에만 비중을
두었던 접근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려인들의 사회
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대두와 경제적 침체라는 전환기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
면서 고려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
려인 사회의 내분에 따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대거 공직과 전문직에서 배
제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개별적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거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
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위상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차세대 고려인들의 소질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나 전
문기술 훈련센터, 그리고 한민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
는 고려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넷째, 2010년에 우즈
베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대상국에 선정되어 향후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 만큼 한국
정부도 최소한 고려인이 현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한국의
대외협력 창구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협력과 민족 네트워크 구축, 유
지 업무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접촉이 갖는 경직성에
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진정성이 강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협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접촉은 물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나 산하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 과감하
게 개방하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21세기형 대외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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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한국, 한국 사회, 한국
인 그리고 한국 기업과 한국 제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어떤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국
가 이미지 조사 혹은 인지도 조사의 결과다. 보다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문 통계기관 BISAM(Business Information, Social and Marketing Research
Center), 우즈베키스탄은 각종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e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에 의뢰하여 이
들 국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1,000여 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
흐스탄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42.3%가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 사람
을 만났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은 7.3%에 불과했으며 방문한 경험은 1.9%에 불과한 실
정이다. 대표적인 한국 제품으로 자동차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경험이 더 높았
고, 가전제품은 카자흐스탄이 더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경
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98.9%)인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우(92.0%)
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의 기업이나 제품에 대
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높은 반면, 이에 비해 한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현
저히 낮은 편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두 국가 모두 30대에서 TV 드라마 시청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TV 시청 비율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한국출신 지도자나 유명인
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나,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반기문
UN사무총장(20.7%)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경우 한국 음식 중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두 나라 모두 ‘카레이스키 샐
러드’였고, 그 다음으로는 김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쟁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견(33.6%)이 우즈베키
스탄의 의견(15.3%)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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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연구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는 한국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선호한다는 점이다. 즉 중앙아시아 국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국 상품, 한국 기업을 통해 먼저 인지하고 여기서 느낀 좋은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무역규모 확대와 경상수지 측면에서가 아
니라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사람간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여주었
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을 사마르칸트, 안디잔에서 한
국에 대한 호감도는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
와 카라간다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해 현재의 비
자제도를 손보고 고용허가제나 유학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카
자흐스탄에서는 한국 방문 목적이 주로 관광에 있는 만큼 현재 초청장이 수반되어야 하
는 관광비자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백화점식 ODA보다는 맞춤형 ODA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높은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
의 경우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SOC 인프라 건설보다는 KSP 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형 ODA로 전환해야 하며, 반면 아직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누쿠스, 아티라우
등에서는 ODA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연구가 보여주듯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인들은 한국과
의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장기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실
아직 국제신용등급이 낮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 지역에서 한국
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호감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는다. 중앙
아시아에서 위로부터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시골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 성공
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적․외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본 통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경영과 진출 전략을 위한 풍부한 시사점
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도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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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전략지역심층연구 10-05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강인수․송유철․이호생․한홍렬 (2010. 12)
ISBN 978-89-322-2194-6/A5/176면
7,000원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
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
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
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
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
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
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
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
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
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
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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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
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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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전략지역심층연구 10-0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중앙아시아 :
정치․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12)
ISBN 978-89-322-2195-3/A5/510면
20,000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
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
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 변동, 대외 정책 변화, 중국과 미
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불교 미술, 고려인 문화 등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
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
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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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연구자료 10-0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
경제․자원․과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12)
ISBN 978-89-322-2196-0/A5/317면
12,000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
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
니다. 이 논문집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연구자들이 집필한 중앙아시아의 대외경제
협력, 경제 정책, 과학기술역량,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자원협력 등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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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SNU-KIEP EU Centre Research Series 10-01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Jee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2010. 12)
ISBN 978-89-322-2197-7/A5/54면
5,000원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경제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
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
어, EU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
건이 향후 벨라루스 경제 성장의 주요 잠재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아직까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언론과 야권을 탄압하고
있는 탓에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중요시여기는 EU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가격 인상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벨라루스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대외적으
로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및 세제 혜택, 세제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가 가까운 미래에 EU에 가입하거나 EU
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EU 측에
서도 EU 확대로 인한 피로감이 증대되어 더 이상의 통합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EU회원국들도 재정악화와 경기둔화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에서도 별다른 유인 요소가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첫째, EU 신흥가입국인 발트 3국이 EU가입 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벨라루스로서는 EU 가입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러시
아와 카자흐스탄과 3국 관세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EU의 가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각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EU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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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정치
적․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EU 국가들과 사회 구조적으로 괴리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향후 벨라루스는 현재 3국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친EU
정책과 친러시아 정책의 균형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
존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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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1(1)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라윤도․이옥순․김찬완․유태환 (2010. 12)
ISBN 978-89-322-2198-4/A5/301면
비매품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에 적합한 대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성과로서, 먼저 아시아 시대에 인도가 추진하는 강대국 전
략을 폭넓게 조망하였다. 이어서 19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인
도의 중산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치관계
변화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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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1(2)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권 율․이재호․조흥국 외 (2010. 12)
ISBN 978-89-322-2199-1/A5/320면
비매품

전략적으로 중요한 ASEAN을 이해하고 대ASEAN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ASEAN의 최근 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
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2010 연구보고서 요약집

191

10-2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1(3)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권기수․김원호․이성형․김종섭 (2010. 12)
ISBN 978-89-322-2200-4/A5/364면
비매품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
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50년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
보았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 간의 FTA 협상 재개와 전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
였다. 추가적으로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하였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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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2(2)~(5)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2010. 12)
ISBN 978-89-322-2201-1/A5/259면
ISBN 978-89-322-2202-8/A5/185면
ISBN 978-89-322-2203-5/A5/272면
ISBN 978-89-322-2204-2/A5/301면
비매품

최근 인도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인도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진출 기본환경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환경, 소비
환경, 정책적 환경, 진출 위험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4권의 보고서는 인
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며, 각 권역에 포함되는 총 20
개의 주요 주들에 대한 진출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 및 인도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질
적인 인도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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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이성신․박원장 (2010. 12)
ISBN 978-89-322-2205-9/A5/162면
비매품

동남아 자동차산업은 초기부터 참여한 일본 업체들의 주도하에 역내 부품 협력 단계
를 거쳐 완성차 생산 및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 자동차시장은
아직 작은 규모이나 중심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대중화 시기를 앞두고 있어
미래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별 진출 여건을 종합 비교한 결과, 중단기적으로는 태국,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완성차 진출 거점으로 가장 유망하며, 필리핀과 베트남은 부품 진출 거점
으로 유망하다. 다만,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현재 어려운 입장이므로 당분
간은 기존 공장의 생산체제 정비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한
생산 기반 확대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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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강인수․김태은․홍승연 (2010. 12)
ISBN 978-89-322-2206-6/A5/162면
비매품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비롯한 국제경제 급변, 자연 재해, 국내
경제, 사회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IT 부문에 높은 우선순
위를 두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왔다. 동남아 국가들의 IT 발전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
지만, 이동통신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 수준과 인프라 낙후에 비해 IT 부문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시장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IT 발전 및 성과에 대한 동남아 국가
들의 인식은 매우 높으며, 한국의 IT 발전 경험 및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한
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적절
한 지원으로 IT 기업의 동남아 및 해외진출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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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정계룡․손승호․이진경․이세린 (2010. 12)
ISBN 978-89-322-2207-3/A5/192면
비매품

1997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는 동남아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산업의 개혁을 강
도 높게 요구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IMF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대외신인도
를 회복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였으
며,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 정책과 고정환율제를 실시하며 자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독 및 규제체제를 정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적으로 우리와 깊은 연
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금융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하였던 동남아국가들
의 금융산업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금융개혁 과정과 금융산업 현황 등을 살
펴보고 금융부문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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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신장섭 (2010. 12)
ISBN 978-89-322-2208-0/A5/134면
비매품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의료관광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약진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기술 수준에서 선진국을 빠르게 캐치업(catch-up)하는 한편 미국보다 70~90% 낮
은 가격에 비슷한 내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의료관광객을 끌어
들인다. 이들은 ‘질 좋고 적당한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남아의 경험을 볼 때 한국은 국내 거주외
국인이나 의료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및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신뢰도
와 고객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제화된 의료인력을 많이 늘려야 한다. 쿼터제를 통해 외국면허를 선별적
으로 허용하면서 점진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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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 모색
배정환․이보람 (2010. 12)
ISBN 978-89-322-2209-7/A5/159면
비매품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접하였으나 정보가 미축적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어떤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유망하며,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고, 기존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운데 관련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석탄액화가스화 기술, 수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기술 분야에서 기술협력 가능성이 높았고,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 차원에
서 동남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APEC, ASEAN+3와 같은 국
제협력사업에서 동남아와 우리나라 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프로그램에 산재된
정보를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해외자원개발법과 관세완화정책에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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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김영철․구경모․김유경․박종욱 (2010. 12)
ISBN 978-89-322-2210-3/A5/178면
비매품

한국은 OECD/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ODA 지원 규모를 국제적인 수준으
로 확대해야 한다. 중미는 한국의 ODA 지원 대상지역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
대되어 온 지역이다. 최근 경제적․외교적인 측면에서 중미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서 한국의 ODA 지원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고 수
원국인 중미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PPP 확대, 남-남 협력 확대와 다자간 협력 확대와 같은 지원 채널의 다양화,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지원 등으
로 사업분야 다변화, 국별 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통합형 인력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홍보 및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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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문남권․우제량 (2010. 12)
ISBN 978-89-322-2211-0/A5/187면
비매품

중미는 한국 봉제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을 향한 우회수출기지라는 친숙한
이미지를 지닌 지역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미의 지정학적 이점이나 효자시장이라는 수
직적이고 일방적 편익의 시각을 떠나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시선으로 바꿔야 할 시점
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중미보다 앞서 빈곤퇴치에 성공한 선발개도국으로서 본 연구는
이들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한국의 이익도 증대시키기 위한 호혜적인 경
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미와 보다 성숙되고 윈-윈 하는 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번쯤 염두에 두어야 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0

10-3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4)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최윤국 (2010. 12)
ISBN 978-89-322-2212-7/A5/148면
비매품

중미는 오늘날 경제 전 부문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자생적인 IT 산업
이 미약하고 독자적인 IT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할 여력도 부족하지만 선진국과 국제기
구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미의 IT 당면과제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보존 및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
라는 온라인 학습, 의료서비스, 녹색성장, 농촌관광, 문화의 디지털화, 중소기업 육성 등
중미의 전략적 발전과제와 협력할 수 있는 과제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 ― 중미 IT 산업 육성정책, 한국의 진출 내지 성공사례, 중미 발전을 위한 국제기
구들의 프로젝트 ― 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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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하상섭․정경원․손혜현 (2010. 12)
ISBN 978-89-322-2213-4/A5/170면
비매품

중미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어서 기본
적인 환경서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 즉, 환경산업의 성장 잠
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한․중미 녹색산업 협력
분야 가운데 협력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인해 강우량, 식물 바이
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열 및 풍력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
고 있다. 곧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
난 10년간 중미 국가들은 평균 5.2%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까운 미래 10년 동안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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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I):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김광임․박태윤․김윤정․Dinh Thai Hung 외 (2010. 12)
ISBN 978-89-322-2214-1/A5/160면
비매품

아세안 개도국 중 하나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베트남 공무원 환
경교육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무원 시범교육이 1회로 그치지 않
고 환경공무원 정규교육과정 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 교육기간 연
장,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규교육
과정 확립, 장기적으로 환경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자격제도 및 교육의무규
정 확립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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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이훈기․박지형․이동민․김종신․주유형 (2010. 12)
ISBN 978-89-322-2215-8/A5/261면
비매품

우리나라 ODA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DAC 회원국 가입으로 향후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함께 원조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ODA 사업의 추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DA 정책기조와 해외원조기관의 원조 동향을 파악하여 효
율적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교통인
프라 진단을 통한 교통인프라 원조에 대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교통 인프라 ODA 사
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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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이광수․이순철․권기철 (2010. 12)
ISBN 978-89-322-2216-5/A5/127면
비매품

동부 인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 간의 연관성을 고찰한 결과,
우선 동부 인도는 지역별로 사회적 영향에 따라 경제발달 과정과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역 진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동부 인도 진출 시 토지
수용 저항으로 추진이 쉽지 않고, 그 배경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출해야 한다. 셋
째, 정치적 역학 관계 및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해 철저하
게 조사 및 이해한 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부 인도
는 현재 구조적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지만 풍부한 인력과 자원, 최근 적극적
인 산업화 정책 추진 등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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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최종찬․고홍근․구하원․김형준․박금표․이명무․이은구․이춘호 (2010. 12)
ISBN 978-89-322-2217-2/A5/184면
비매품

본 연구는 인도인의 공동체의식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기반 위에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개
념 형성과 발전과정을 그리고 3장에서는 인도의 가족공동체, 상인공동체, 빤짜야뜨와
촌락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인도의 대표적인 공동체 유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도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원공동체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변
화된 모습 및 IT 혁명과 더불어 인도에서 새로이 생성되고 있는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
으로 그 추이와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그리고 기
업이나 관련 기관의 대인도 사업교류 및 문화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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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장지호․김정렬․조영희 (2010. 12)
ISBN 978-89-322-2218-9/A5/155면
비매품

본 연구는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
석결과 1990년대 이후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 경제개혁은 외형적으로는 신자유주
의적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그 진행과정과 내부사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가주도의 발전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모델의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의 정책 레
짐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고도로 분권화된 정치시스템과
다층화된 사회구조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일관된 정책추진이 힘들 뿐만 아
니라,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하고 다수 빈민계층의 정치세력화로 인해 성장에 따른 분배
의 문제가 항상 핵심적인 정책논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근 인도
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 강한 정부와 작은 정부, 국가통제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두 개의 축을 오고
가는 진동추와 같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정책변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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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은 누구인가?
- 요가샤스뜨라로 본 그들의 정신세계
김순금․김미경 (2010. 12)
ISBN 978-89-322-2219-6/A5/96면
비매품

인도인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적 정서인
가? 아니면 카스트 제도로 대표되는 계층적 사회구조인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오늘날 인도의 모습은 경제적 발전과 대비된 인도인의
빈곤한 실상 또는 종교적 영성과 대비된 풍요로운 물질주의를 중심으로 소개된다. 이제
는 인도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는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인도사회에서는 전통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가족, 나아가 소
속공동체에 대한 충성도가 발견된다. 이 점은 인도인에 대한 원천적인 인식 없이는 이
해가 불가능하다. 이 책은 인도에 진출할 기업들, 그리고 협력관계를 원하는 정부 당국
자들에게 인도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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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이규태․배지연․허 율 (2010. 12)
ISBN 978-89-322-2219-6/A5/96면
비매품

본 보고서는 인도의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
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책적 제안은 기
존의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바탕
으로 인도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 및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정책
관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도 내 경제
특구 현황에 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도인의 관점에서 경제특구에 대한 반응
을 이해하기 위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과 해석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세미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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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전재성․이수형․공석기 (2010. 12)
ISBN 978-89-322-2221-9/A5/164면
비매품

본 보고서는 21세기 인도의 부상에 주목하여 외교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인도가 직면
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며, 궁극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미래협력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탈냉전시기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와 인도의 대응에
주목하여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원칙과 주요 강대국 관계변화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서
술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인도 부상의 원동력을 확인하고, 국가 발전과정에서 제기
되는 소프트 파워 과제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
종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이후 구체화된 한국의
신아시아 정책에 기초하여 양국의 외교협력 방안을 고찰한 후 경제, 안보, 민간 세 분야
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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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신윤환․강희정․김은영․송승원․이상국․최호림․이한우 (2010. 12)
ISBN 978-89-322-2222-6/A5/238면
비매품

본서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립박물관과 국가기념물에 초점을 두고 동남아 국가
들의 국가정체성 성격을 규명하였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서는 무역, 투자통계 등 계량적 지표들을 통한 건조한 접근을 넘어서서 역사적 배경, 문
화적 기반, 이념적 기초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
는 국가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문화적 공간과 이를 마련해준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박물관이야말로 국가 문화 프로젝트의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각국의 국가정체성이 박물관과 기념물을 통해 국민에게 내면화되
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작업은 동남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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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이동윤․김영일 (2010. 12)
ISBN 978-89-322-2223-3/A5/100면
비매품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 태국의 남부 국경지역, 필리핀의 남부지역을 대
상으로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 내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의 역
사적 연원과 전개과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갈등을 관리
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실적으로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는 해당 국가의 국내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동아시
아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지역협력체인 아세안은 이들 국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미약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
갈등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하고,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과거 역사를 통해 내재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세안 차원의, 혹은 이들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 같은 제3자의 적극적인 중재나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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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유재원․박성훈․한홍렬․강인수․송유철․이호생 (2010. 12)
ISBN 978-89-322-2224-0/A5/224면
비매품

ASEAN 후발3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의 순조로운 사회경제개발 여부는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ASEAN의 경제 및 지정학적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경제개발은 산업화, 세계시장에의 통합, 소득분배, 시장경제체제, 거버넌스,
법과 제도, 교육, 보건, 사회통합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복잡한 발전과정이다. 본
연구는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핵심역량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핵심과 한국의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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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박인원․강문성․정미경․김태형․신경림 (2010. 12)
ISBN 978-89-322-2225-7/A5/175면
비매품

본 연구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CLV)을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보고서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자원 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LV의 교육부문에 대한 한국의 ODA는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공부
문간 협력체제 구축,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커리큘럼 개선, 학습방식 개선, 교사
재교육 등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민간기업 부문과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직업교육 확충 및 직업교육 담당자의 재교육, ODA 관련 공공기
관의 수원국․공여국 양자간 또는 공여국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ODA 관리체계
강화 등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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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범죄․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한용섭․이신화․박균열․조홍제 (2010. 12)
ISBN 978-89-322-2226-4/A5/240면
비매품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초국가적 위협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파괴 등
초국가적 위협의 증가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으며, 역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 중 마약, 조직범죄, 인신
매매, 해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개별적 대응과 함께 양자적․다자적 대응현황
을 검토하였다. 지역적 협력방안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동북아와 한국에 주는 함의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전략을 뒷받침하고, 국제적 위상제
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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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 연구
이우성․황정태․김원준 (2010. 12)
ISBN 978-89-322-2227-1/A5/273면
비매품

본 연구는 아세안지역의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이들 국가의 과학기술 ODA에 대한 국제협력 수
요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시
도되지 못한 과학기술 ODA 협력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분석 방법론의 틀을 정립하
고자 노력하였다. 신규 분석틀은 1) 지속가능 발전 이슈와 현황,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
위, 2) 해당 국가의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평가, 3) 과학기
술 분야에 대한 해당 국가의 ODA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파악이라는 세 가지 측면
을 전문가 인터뷰 및 문헌조사, 계량지표 등을 통해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였으며, 협력
수요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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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손혁상․유현석 (2010. 12)
ISBN 978-89-322-2228-8/A5/188면
비매품

본 연구는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최빈국 캄보디아에
대한 ODA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에 부합하는 대캄보디아 ODA
정책수립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과 전략을 양자간 및 다자간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개발에 활용한다. 또한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현
황 분석과 캄보디아 현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수원국인 캄보디아의 국가개발 전략에
부응하고,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 원조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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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전략
장준영 (2010. 12)
ISBN 978-89-322-2229-5/A5/232면
비매품

2010년 11월 7일 미얀마는 20년 만에 총선을 실시했다. 이번 총선은 군부가 민간으로
변신한 요식행위이자 군부와 정부에 의해 주도된 관권선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그러나 군부가 정치사회를 배타적으로 독점했던 근대 정치사를 배경으로 볼 때 이번 총
선은 진일보한 변화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미얀마 총선의 모든 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정부의 성격과 정치 및 경제개혁의 가능성을 가
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이 현황과 향방을
전망하고, 외교적으로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변화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한국 정부
와 기업의 현지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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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가를 중심으로
조희문․하상섭․손혜현 (2010. 12)
ISBN 978-89-322-2230-1/A5/291면
비매품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한국의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 가능성 타진은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중남미지역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MBA)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산
업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원전산업의 대중남미 진출방향을 정책적으로 고찰한
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상 MBA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원자력 산업현황을 심도 있게 추적해 각국의 에너지 정
책과 관련한 원전산업의 정책적 변천과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해답
을 구하였다. 또한 향후 한국의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변수들, 예를
들어 기술 자립성, 금융투자 재원, 원자력법과 원자력 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관
점, 연료주기, 그리고 원전산업과 관련된 해외지역과의 국제협력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
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장점은 향후 양 지역간 원전산업 협력을 위
한 실질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SWOT 분석을 전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정
책적 접근 가능성과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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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 문제: 현황과 과제
전경수 외 (2010. 12)
ISBN 978-89-322-2231-8/A5/330면
비매품

본 연구는 에너지와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분석의 칼날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 지역민의 인식수준이 급격이 신장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정
부 또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자원개발의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보호론자들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다면, 라틴아메리카 정부와 외국 투자자들은 자원개발과정에서 지역민의 반발을 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자원과 환경문제 현황을 개괄하고, 자
원개발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정책입
안자와 민간기업 모두에 이 지역의 자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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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임상래․이상현․박윤주 (2010. 12)
ISBN 978-89-322-2232-5/A5/165면
비매품

의료기술의 발달,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의료 불평등 확대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와 재정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여건에 직면한 한국은 더욱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1980
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의료시스템 개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장기간
에 걸친 의료개혁의 효과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필자들은 의료보험체제의 부분 민영화
와 의료시스템의 지방 분권화 등 의료 시스템 영역에서 개방과 경쟁의 논리를 확장시키
고자 한 중남미 국가들의 의료시스템 개혁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의료시스
템의 개혁이 가능한 정치, 경제, 역사적인 조건과 이러한 개혁이 의료시스템 전반에 가
져온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
책적 그리고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
존 의료개혁 연구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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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4

중남미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정경원․전용갑․조구호․임소라 (2010. 12)
ISBN 978-89-322-2233-2/A5/188면
비매품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중남미에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수용자의 집단적 정서와 취향, 관심사 같은 문화적 코드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중남미지역의 대중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텔레노벨라, Telenovela)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성공사례, 소비 패턴
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남미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동향과 텔레노벨라
수요자들의 소비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중남미 진출 한국 TV 드라마의 공과를 점검하
고, 향후 효율적인 한국드라마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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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정형곤․김진욱․김흥식․곽채기․이정현 (2010. 12)
ISBN 978-89-322-2234-9/A5/256면
10,000원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198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는 영국 등 해외의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기
업 민영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
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한․중․일 3
국은 경제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공기업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
시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
불어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가 상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도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벤치마
킹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중국 또한 OECD 지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
다는 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한․중․일 3국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를 가치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여 추진하였다.
제2~4장에서는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주요 특징과 변천과정, 민영화와 관
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역량을 가
진 김흥식 교수, 김진욱 교수, 곽채기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각 연구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지배구조, 공
기업 개혁 배경과 목적, 공기업 개혁의 시기별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 총 5개 부문으로 요약․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공기업을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정부기업),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협의의 국유기업’은 기업의 전
자산이 국가 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企業法
人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비공사제 경제조직(非公司制 經濟組織)을
지칭하며, 광의의 국유기업은 협의의 국유기업, 국유파트너십, 국유집체파트너십, 국유독

2010 연구보고서 요약집

223

자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기업은 정부예산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3국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국
유자산 감독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는 집중화 모델(Central
Model), 일본은 각 특수법인이 주무대신(주무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분권화 모델
(Sector Model), 한국은 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각 공기업이 속한 해당 부처
가 관리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지배체계(Dual Model)를 갖추고 있다.
셋째, 3국 각각의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 활동영역 확대 및 작은 정부 구현, 공기업 경영의 비
효율성 개선,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및 권력분산으로 경영권과 관리주권의 확대부여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특수법인 비대화, 사업운영의 비효
율성 및 불투명성,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경영의 자율성 결여 등 유사한 목적에 따라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기별로 3국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추진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 민
영화 및 구조조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혁신 추진에,
현 정부는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추진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정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1단계(1978~84
년)는 기업자주권의 확대, 2단계(1985~92년)는 양권분리의 시행, 3단계(1993~2002년)
는 현대기업제도 수립, 4단계(2003년~현재)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등으로 특징지
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3공사 민영화, 특수법인 등의 정리 합리화에,
2001년 이후부터는 특수법인 등 163개 기관의 정리합리화계획의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은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다섯째, 3국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종합적 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타 ‘정부기업’ 개혁에 대
한 논의 부족, PPP형 민영화 추진기반 미흡, 민영화 추진체계 미흡, 민영화 이후 효율
적 기업지배구조 형성전략 미흡 등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
우 도입된 제도구축 수준에 비해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국유경제 배치구조 불합
리, 독과점 기업 개혁의 어려움, 국유기업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관리체제 미흡 등으
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분권화된 지배체계(Sector Model)에 따른 각 주무부처의 저항, 완전민영화로 이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지배적 요소가 지속된다는 점, 낙하
산 인사개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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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 및 목적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3국간 차
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율권 보장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
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및 정부기관의 역량이 미흡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
지 못하고 있으나, OECD가 제시한 공기업정책 가이드라인소유권 관리 집중화 지침을
3국 중 가장 먼저 수용하는 등 국제적인 룰에 부합하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OECD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화 모델은 경영자율성 강화에 큰 가치
를 두는 방식으로, 향후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 등에서 공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를 통
해 자율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한국의 대중 투자 활성화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개혁
조치 중 비주력사업 부문의 분리․매각, 우량 국유기업의 상장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
써, 이를 대중국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제조
업 부문에 대한 수출제품의 생산기지로서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대중국 투자를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일본이 선행적으로 실행해온 민영화 추진성과를 통해 향후 우리의 민영화가 어
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바 있으며, 특히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철도 및 우편사업, 도로공단 및
공항운영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도 이 분야의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
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분권화 모델에 기초한 민영화’ 전략이 지배개혁의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OECD에서는 분권화 모델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상승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
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혁조치도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야 정치권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일관성을 잃지 않고 공기업 개혁정책이 추
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이 집권정부의 5년 과제로서만 고려되어 공
기업 내부의 반발과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설득과정이 수반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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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5

베트남 미디어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년전지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송정남ㆍ이강우ㆍ김성란 (2010. 12)
ISBN 978-89-322-2235-6/A5/186면
비매품

베트남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는 그들의 투자․교역 등 대규모 경제활동부터 상
품구매․유학․관광지 선택 등 실생활에까지 폭넓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베트남 사람
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다. 실제로 베트남 정치․경제계 고위인사들은 특정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를 양국 경
제교류 행사에 초대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한국 이미지는 양국간 정
치․외교․투자․교역․문화․관광․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제는 민간기업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26

10-6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6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이홍식ㆍ김형주 (2010. 12)
ISBN 978-89-322-2236-3/A5/122면
비매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부각되는 추세
다. 그 중에서도 ASEAN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신흥시장의 선두주자인
베트남의 전략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
되고 있는 아시안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중국을 보완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중요한 역
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인적 자본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 상승 대응, 인력
의 중장기적 활용 방안 모색, 노사 관계 안정화, 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상호 이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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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s

10-01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DDA Trade
Liberalization: Assessment of Alternative
Scenarios
Nakgyoon Choi (2010. 4)
ISBN 978-89-322-4205-7/A5/58면
3,000원

DDA 협상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D)의 부여, 서비스 자
유화의 폭과 더불어 삼각쟁점이라고 불리우는 농업보조금, 농업관세율 감축, 부문별 관
세 철폐를 포함하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자유화 등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싼 이해
대립 때문에 8년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호
양보를 통해 DDA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미해결 쟁점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CGE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GDP 효과와 후생효과는 각각 499~1,862억 달러(세계 GDP의 0.12~0.45%), 497~1,577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확대 효과는 2,653~3,8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DDA 협상이 세계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수치이며, 아울러 향후
WTO 회원국 간에 균형 잡힌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선진국은 농
업보조금 등 농업분야에 있어 개도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반해 개도국은 비농산물 분야에서 부문별 관세철폐협상과 서비스자유화협상에 대한 논
의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협상은 ASEAN, 인도, 중남미 국가 등 개도
국에게 큰 GDP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부문별 관세철폐협상도 미국, EU
등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많은
무역확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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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Intra-industry Trade in an Enlarged Europe:
Trend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European
Union and its Determinants
Yoo-Duk Kang (2010. 4)
ISBN 978-89-322-4206-4/A5/56면
3,000원

EU는 선진국간 경제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역내무역구조는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EU의 확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유
사한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
적 발전 수준이 상이한 10개 중․동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중․동유럽 국
가들의 EU 가입은 EU의 역내무역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EU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의 신규가입국들이 대거 역내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역내/역외무역 비중의 변
화뿐만 아니라 산업간/산업내무역으로 구분되는 무역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본 연구에서 EU의 확대에 따른 역내무역구조의 변화를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특히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서로 상이한 경제수준, 경제구조의 국가 들이 역
내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EU의 확대에 따라 산업내무역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1988~2006년의 기간 동안 2,200여 개 하
부산업(SITC 5단위)에서 이루어진 산업내무역 수준을 Grubel and Lloyd (GL) 인덱스
를 통해 수치화하였으며, 산업내무역 구조의 변화방향을 알 수 있는 Brulhart A 인덱스
를 계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에서 산업내무역 수준은 증
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유럽국가들의 경우 산업내무역 수준이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GL 인덱스를 통해 본 산업내무역 수준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중․동유럽국가들 간의 산업내무역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나며, 따라서 이들 국가의 산업내무역 증가는 역내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유럽국가들의 A 인덱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중․동유럽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A 인덱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서유럽국가들은 산업내무역이 강화되어온 반면, 중․동유럽국가들은 주로 산업특화를
통한 변화를 겪어 왔음을 나타낸다. 한편 역내산업내무역 수준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하
여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산업 내무역 수준은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유치한 FDI의 스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내무역과 FDI 간에 깊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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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중․동유럽국가들이 보다 많은 역내 FDI를 유치
할 경우,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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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Democracy and Trade Policy:
The Role of Interest Groups
Kyounghee Lee (2010. 10)
ISBN 978-89-322-4207-1/A5/52면
3,000원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해 목소
리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다양한 이익집단의 증가와 무역 정책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궁극적으로 정부의 무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Grossman and Helpman(1994)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익집단
의 증가가 보호무역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무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는 오히려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소수의 특정 이
익집단이 정부로부터 보호를 요구할 때는 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지만
다수의 이익집단이 동시에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익집단의 요구가 서로 상쇄
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개방주의
(openness)’와 ‘다원주의(pluralism)’ 정책이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에 도움이 된
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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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East Asian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and Its Prospect: Beyond the CMI
Young-Joon Park, Yonghyup Oh (2010. 10)
ISBN 978-89-322-4208-8/A5/50면
3,000원

본 논문은 ASEAN+3 체제의 지역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활발해진 역내 단일통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보다 실효성있는 지역 금융 안전
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 감시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경제조사
국(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감시기능은 더욱 강화 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ASEAN+3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는 조정국(Board of
Coordination)을 별도로 설치하여 ASEAN+3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의 정책 권고
안에 대한 회원국의 이의신청이나 법률적 자문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아시아통화기금과 같은 지역통화협력체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CMIM 사무국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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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Regionalism within Multilateralism:
WTO Review Mechanisms for RTAs
Sherzod Shadikhodjaev (2010. 12)
ISBN 978-89-322-4209-5/A5/56면
3,000원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무역협정(RTA)은 별도의 법적 제도이나, WTO는
GATT 제24조, GATS 제5조,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따른 정치적․사법적
검토메커니즘을 통해 RTA를 감독할 수 있다. WTO의 정치적 검토메커니즘은 WTO
회원국이 체결한 RTA에 대한 통보절차와 다자적 검토를 포함하며, 사법적 검토 메커
니즘은 RTA가 WTO 규범과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판정하는 WTO의 분쟁해결 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WTO 검토메커니즘에 관한 규정과 관행을 살펴보고,
WTO 규범에 위배되는 RTA에 대한 가능한 구제조치를 검토하며, 2006년 창립된
RTA 투명성메커니즘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쟁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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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Determinants of Exports:
Productivity or Fixed Export Costs
Young Gui Kim and Jeongmeen Suh (2010. 12)
ISBN 978-89-322-4210-1/A5/48면
3,000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생산성과 수출고정비용에 관한 이론
적 틀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Melitz(2003)의 연구 이래 기업
의 수출성과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여러 차례 수행되
었다. 본 연구는 Melitz(2003)의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여 기업의 이질성을 생산성과 수
출고정비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낮더라
도 상대적인 수출고정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의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수출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생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수출비중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수출고정비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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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Learninig in Negotiations: An Experimental Study
Hankyoung Sung (2010. 12)
ISBN 978-89-322-4211-8/A5/42면
3,000원

본 논문의 목적은 실험경제학 게임에서 학습을 확인하고, 실험결과들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거부권을 가진 참여자가 포함된 게임의 구조가
실제 이질적인 힘을 가진 협상참여자들로 이루어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과 유사하다
고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보
다는 참여자들의 힘, 즉 거부권이 가진 힘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학습한다는 점을 보여준
다. 무엇보다도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게임을 할 때 바로 직전에 했던 게임에
서 본인의 성과에 신경을 써서 성과가 나빴다면 현재 많은 것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보
이지만, 오래된 게임의 성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
한 결과에 기반하여 거부권을 가지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좀더 평등한 이익 배분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협상과정에서 휴지기의 필요성, 합의 도
출을 위한 정책적 선택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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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HanSung Kim and Mee Jin Cho (2010. 12)
ISBN 978-89-322-4212-5/A5/50면
3,000원

한국의 FTA 추진정책은 2003년 한․칠레 FTA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5개
FTA가 발효되었고 3개 FTA가 완료되어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FTA는 제3자
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혜 부여자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
고 있는데,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FTA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이 한국 FTA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문헌
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
구에서는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
용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FTA 활용에 대한 실증분
석을 실시하고 있다. Estevadeoardal의 원산지규정 경직성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FTA 원산지규정 경직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ASEAN FTA에서 한국 수
입 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실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지수와 FTA 특혜관세 활용률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며, 또한 특혜율이 활
용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수입액수와 활용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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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Considering Happiness for Economic Development: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Indonesia
Kitae Sohn (2010. 12)
ISBN 978-89-322-4213-2/A5/56면
3,000원

행복은 대체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지만 개발경제학에서는 간과되어
왔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 가족생활 설문(Indonesia Family Life Survey)에 기초하고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행복결정요소를 조명한다. 몇몇 요
소는 기존 문헌의 결과와 일관되지만 실업과 여성 변수는 강건(robustne-ss)하지 못하
였다. 소득수준변이, 신뢰, 정치적 환경에 관해서는 외생변수를 도입 하였고, 신뢰와 정
치적 환경에 관해서는 설문응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하였다. 내생성
을 경감시키자 소득수준변이 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 결과는 내생성 통제
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신뢰와 정치적 환경은 행복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
났는데, 이 결과는 설문응답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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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Information and Capital Flows Revisited:
The Internet as a Determinant of Transactions
in Financial Assets
Changkyu Choi, Dong-Eun Rhee, and Yonghyup Oh (2010. 12)
ISBN 978-89-322-4214-9/A5/38면
3,000원

본 논문은 국제자본거래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중력모
형으로 국제자본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거래량이 거래 당사국 간의 물
리적 거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Portes et al.(2000)에서는 이 반비례 관계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하였으며, 국제전화 교신량을 통해 이를 실증 분석 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인터넷 변수를 사용하여 Portes et al.의 가설을 재검증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과 38개국의 자본거래량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국제자본거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 하였으며, 인터넷 사용
량이 증가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국가간 자본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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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Who Goes Where and How? Firm Heterogeneity
and Location Decision of Korean Multinationals
Hea-Jung Hyun and Jung Hur (2010. 12)
ISBN 978-89-322-4215-6/A5/34면
3,000원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성이 FDI 유형과 투자대상국가 선정에 미치는 효
과를 논하였다.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
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국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직적 투자나 제3국 수출을
위한 투자보다는 수평적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국제경제학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기업생산성은 해외투자 지역선정
뿐 아니라 FDI 유형의 전략적 선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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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호주의 주요 산업
백유진․이재호․이희연 (2010. 12)
ISBN 978-89-322-0077-4/A5/191면
10,000원

호주 경제는 IT 버블 붕괴시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
며, 이후에는 연평균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글
로벌 경제위기로 당초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에 힘입어 2009년 경제성장률은 1.3%에 도달했다. 호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단연 산업구조의 양면성일 것이다. 호주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자 효율적인 농업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진 농업국가로 알려져 있다. 농수산업과 광업이 호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쇠고기, 밀, 철광석, 석탄 등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편 GDP의 7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에는 금융 및 도소
매 서비스업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호주는 금융․보험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와 원자재 및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농업국가형 산업구조가 공존하
는 형태를 나타낸다.
세계 ３위 밀 수출국이자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는 주요 농축산품의 세계적
인 생산․수출국으로 전 세계 곡물 및 축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최근 신흥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주요 수출국의 수출 통제,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투기거래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량을 자
랑하는 호주 농축산업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은 제
조업과 같은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서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몇 개의 글로벌 기
업이 자체 유통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 현지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의 도움
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제휴 혹은 합자회사 형태의 진출이 적합할 것이다.
각종 광물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인 동시에 생산국인 호주는 오랫동안 세계적 광업
국으로서 명성을 유지해왔다. 호주 광업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08/09년 기준
826억 5,000만 달러로, 이는 호주 전체 GDP 대비 7.7%에 달한다. 호주에 매장된 대표적
광물로는 우라늄, 니켈, 아연, 납, 갈탄 등이 있는데, 이들 광종에 대한 호주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 대비 30% 내외로 ‘주요 광물의 보고’라는 호주의 위상을 뒷받침한다. 호주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성격상 민간기업들의 주도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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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주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기업일지라도 투자 성공 여
부가 불확실한 자원개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참
여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개발, 생산 단계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한정된 자금으로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수송․물류 서비스 등은 우리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광업 서비스 부문인
만큼 적극적인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광활한 대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
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면서 ‘석탄의 나라’로 알
려진 호주도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
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겠지만,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준비기
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박막형 태양전지 및 모듈을 중심으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해당 부문은 상용화 초기 단계여서 선진국들의 시장점
유도가 낮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바, 우리 기업들의 경
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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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이란의 주요 산업
윤서영․박철형․강성수 (2010. 12)
ISBN 978-89-322-0078-1/A5/206면
10,000원

이란은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10%, 가스 매장량의 16%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부국이자 중동 내 제2위의 인구보유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는 UAE를 제외한 중동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제4위의 원유도입대상국으로 주요 경
제협력 전략국이다. 이란은 세계금융위기 및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009년 1.8%의 실질
GDP 성장률과 3,305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2010년 3%대 초반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2011년에는 더 높은 경제성장률이 시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은 만성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10%대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경제제재 및
투자부족 등으로 인한 석유생산량 감소, 국내 정제유 수급 불균형 및 이란 GDP의
20~30%에 달하는 보조금제 폐지 등의 경제현안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이란은 핵
개발 의혹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당면현안의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이란은 세계적인 에너지 부국인 만큼 원유․가스 부문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
다. 이란의 원유수출은 총수출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收入)은 정부
재정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및 거대한 내수
시장, 풍부한 지하자원 및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등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비옥한 영토와 풍부한 강우량을 바탕으로 다른 중동 산유국에 비해
농업의 GDP 기여도도 높은 편이다. 이란 정부는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
의 경쟁력 확보 및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 민영화를 선언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수강경파로 평가되
는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와 개혁파의 갈등 및 이란의 핵 개발 문제 등 불안정한 국
내외 정세, 이란의 핵심 산업인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제재와 함께 외
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이란의 바이백(Buyback) 계약 방식 등은 여전히 이란에 대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란 자동차산업은 국영 자동차기업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만큼 이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이란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자국 경제발전의 척도로 인식할 정도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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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왔다. 우리 기업의 이란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차량모델 중 중저가 모델 생산설비를 이란
자동차 제조사에 판매 또는 설비 투자하는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아(KIA) 프라
이드는 저가형 자동차 보급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이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하여 이란의 ‘국민차’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정
부는 연료효율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상용차 교체 및 천연가스 차량 생산 증
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의 진출 역시 고려
할 수 있다.
이란 전력시장은 현재 민자 발전 이외의 프로젝트 국영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
업의 정부발주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발전소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제품 생산을 위한 기자재와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란 전력시장을 주도해온 유럽기업들의 경제제재에 따른 대이
란 거래 기피로 기자재 및 부품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전력산업 기자재는
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정세에 따라 이란 진출이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란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란 진출에 더욱 신중
해질 필요가 있다.
이란 석유화학산업은 풍부하고 저렴한 연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그러
나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담과 석유화학설비가 제재대상인 정
유생산설비로 전환될 우려로 인해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이란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플랜
트 기자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국제사회
의 경제제재 조치하에서도 이란 석유화학산업 참여 가능 범위 및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하여 이란 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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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권기수․박미숙․민희정 (2010. 12)
ISBN 978-89-322-0079-8/A5/286면
10,000원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
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
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
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
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재로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개황
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 잠재력
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산업, IT 산업, 재생에너지산업 3개 산업
을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방안을 제시
하였다.
먼저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약 10%, 국내 고정자본 형성의 약 58%를 차지하는 아르
헨티나 경제의 중요 산업이다. 아르헨티나의 교통 인프라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와 항만 인프라는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
어 있고, 비도시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력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민
영화 정도가 가장 높아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러나 낮은 전력요금
은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하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은 97%와 90%로 높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의 하수처리 보급률은 5%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전력, 상하수도 등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건설부문의 수요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은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전 잠재력이 높은 아르헨티나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와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협회 등 우리
나라의 유관협회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인적
자원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진
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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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현지업체와
의 전략적 제휴는 현지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전략 중 하나다. 셋째,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중
소형 프로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IT 시장 발전 잠재력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회 발전은 물론 다각적인
전자정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정, 각종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낮은 PC 보급률도 아르헨티나 IT 산
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질의
고급인력이 풍부해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에 힘입어 IT 서비스센터
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잠재력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10~14년) 아르헨티나
IT 시장은 지난 4년간의 성장세 7.2%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IT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제도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Korea-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 설립, 한․아르헨티나 IT 협력센터, 한․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산업협력 프로그램 설립 등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 IT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유력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 현지 지사 설치
전략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매스(47.2%)와 소수력(45.7%)이다. 특히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
가된다. GBI Research는 아르헨티나에서 향후 3~4년 이내에 1,000MW 이상의 재생에
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되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연평균 14.0%의 고도성장
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
너지 발전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6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
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부족한 송배전망 등은 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
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세계 그린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협력 차원에서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나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 R&D 협력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CDM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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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체코의 주요 산업
이철원․이현진․김병호 (2010. 12)
ISBN 978-89-322-0080-4/A5/242면
10,000원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
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
이 유망하다. 중․동구 신규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폴
란드,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 중 체코는 현대자동차 진출로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진
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중부유럽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오랜 제조업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한․
EU FTA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FTA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
차 부문이고, 최근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체코이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와의 산업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도 체코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코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
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
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
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IT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었는데, 자동차산업은 체코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IT 산업은
최근 체코 산업의 현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
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EU 차원의 요구와 체코 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으
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2010년 KIEP-KOTRA
공동연구에서는 그린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중 하나를 반드시 주요 산업
에 포함시키기로 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이러한 맥락으로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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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체코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체코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체코 경제협력 기본방향과 산업별 진출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체코의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으로
2008년 기준 전체 GDP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17.5%), 기타 시장서
비스(11.5%), 교통 및 통신업(9.7%) 순이다. 체코는 전통적인 유럽의 공업국으로 부품,
금속 및 기계 등 안정적 기초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의 현지 조달이
용이하고 현지에서의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기도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으로 유리하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의 중심이며,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체코의 전자 및 기계 산업들도 EU 가입과 함께 Panasonic, Hitachi, Siemens 등 외국
업체들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총생산의 약 20%,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체
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는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
한 유럽의 주요 자동차 산업국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효
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유능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기계 산업과 같은 기
반산업 구조가 튼튼해서 유럽의 자동차 생산, 디자인 및 R&D의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
고 있다. 2009년 체코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비중은
17.7%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중점을 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자동차 생
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중․동구 지역에는 체제전환 이후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집중적인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기아, Toyota, Suzuki, Honda 등 아시아계 자
동차 업체들도 중․동구 현지에서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체코가 그 경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 체코의 IT 시장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발전했으면서도 가능성이
많은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체코에서는 ICT 산업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에 이어 제2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HP,
IBM 등의 글로벌 IT 업체들이 체코에 생산 공장을 세워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
용했다. 이후에는 Canon과 ASUS를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유명기업들이 진출하고 있
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 종사인구도 1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체코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도 체
코 정부 및 EU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IT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
다. 체코는 기존의 IT 및 통신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거듭하여 2005년에 EU의 규제 체
계를 반영한 전자통신법을 발효하였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체코 IT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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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체코 내 모든 전자통신 분야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였는데, 기존의 독점권을 인정받던 국영 통신기업 또한 자유경쟁
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6~09년 체코 정부는 에너지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간 2.6%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연
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이 프로그램에는 약 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
며,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을 토대로 11개 부문에서 실행되었다. 2008년의 신재생에너
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은 체코 국내 총 전력소비의 5.2%였다. 수출 전력을 포함한 국
내 총 전력생산의 4.5%였다. 또한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5%에 해당한다. 2008년에 신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에너지의 생산은 전년보다 318.9GWh 증가한 3,731GWh이었다.
2008년 체코의 총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중 수력발전이 전체의 54.3%이고
다음은 바이오매스로 31.4%를 차지한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
지, 폐기물 에너지 순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체코 산업협력은 상생과 양국 경제성장 견인, 상호보완적 관계
강화, 체코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에서의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중장기적인 성
과가 기대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체코의 훌륭한
연구개발 환경을 활용한 협력은 새로운 자동차 개발 및 저연료 소비형 자동차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체코 현지에서 소형자동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국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코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자동차 산
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자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는 체코 및 한국의 전문 인력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R&D 센터의 설립도 고려
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IT 기술을 응용한 자동차 디자인 및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유럽 시장에 적합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체코의 IT 산업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수입
해서 제품을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우리 IT 업체들은 체코를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에
는 한국 IT 제품의 유럽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
기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T 강국인 한국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만
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진출 거점을 체코로 검토해볼
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다. 현지 생산법인 진출뿐만 아니라 현지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 센터, 비즈니스 HQ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EU FTA 발효를 감안하면 관세회피 및 생산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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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대를 위한 생산법인 진출보다는 유럽시장 기호 파악, 납기기간 단축, AS, 신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진출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입장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태양광 분야를 접
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코의 태양광 부문에서의 발전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한때 붐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
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산업협력은 아직 이러한 한계
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체코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
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 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의 도출
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함께 원전, 송전망 사업 등 한․체코 간 에너지
협력 다각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
담, 경제공동위, 에너지장관회의, 투자촉진협의회, 외교장관공동위, 재무장관회의 등 협
력 확대회의와 현지 공관, KOTRA KBC 등 다양한 접촉 창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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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는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IS)의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
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가로서, 향후 EU와 러시아를 잇는 물류 유통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의 경제 악화로 인해 벨라
루스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과 안정적인 주요 판매시장으로서 역할이 어려워지자 벨라
루스의 경제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연평균 약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
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다. 2010년 들어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벨라루스 정부의 실물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2008~09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잠시 주춤
했던 벨라루스의 경제는 성장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세계 주요 경제기
관은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을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약 6%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러시아 경제 성장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러시아의
가스 가격 인상 등의 불안요인이 확산될 경우, 2011년 5% 미만의 경제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벨라루스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소련의 ‘조립공장’으로 불리었을 만큼 제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벨라
루스의 제조업 생산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특정 부문은 세계적으
로도 유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또한 벨라루
스 국민의 IT 부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수한 인적 잠재력은 향후 우리 기업이 현지
진출하는 데 매우 좋은 투자 기반이 되고 있다.
벨라루스의 석유화학 산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구소련 지역 내에서 석유화학 산업
의 강국으로 불렸을 만큼, 전통적으로 견고한 석유화학 산업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이상, 전체 수출 중 약 18%를 차지하며 벨
라루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산업이다. 특히 광물질 비료(질소, 칼륨 및 인산), 유
기 합성 제품(화학섬유 및 원사, 합성수지, 플라스틱, 타이어 및 고무 제품)과 기초화학
(산, 바니쉬, 염료), 가정용 화학제품, 의약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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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스의 염화칼륨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5.7%를 차지할 만큼 전문성이 뛰어
나다. 또한 벨라루스는 오랫동안 다양한 종류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 또한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훨씬 견
고하다.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이 체결되면
서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율을 일치시키고 3국간 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됨에 따라 벨라루스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제품
판매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 석유화
학 기업들의 벨라루스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벨라루스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
는 광물비료, 화학섬유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진 기술 협력, 둘째,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 시장의 우회수출 겨냥, 셋째, 단기적 진출보다
는 중장기적 차원의 진출 접근을 통해 유리한 경쟁구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벨라루스의 기계 산업은 벨라루스 총 공업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
큼,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 산업은 높은 생산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국내 기계 산업의 저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 지원, 외
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러시아의 지속적인 수요가 보장될 경우, 앞으로의 성장 가능
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특히 광산용 덤프트럭이나 트랙터 부문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도 인정받을 만큼 그 경쟁력이 높다. 또한 기계 산업의 하부 산업들이 잘 발달되어 있
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산업 발전의 연계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벨라루스의 기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당장의 대규모 현지 투자보다는 현지의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력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법 제도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의 부족한 점과 필
요한 점을 먼저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분야와 벨라루스 측이 요구가 맞아 떨어
지는 시장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자동차 산업 현대화를 위한 외
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광산용 덤프트럭 및 트랙터 부문의 높은 기술력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은 벨라루스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
엇보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를 포함한 CIS 지역의 비중이 높아 중장기 차
원에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의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점을 얻을 수 있다.
벨라루스의 IT 산업은 2000년 이후부터 벨라루스 사회 및 경제에서 그 중요도가 급
속히 확대되었으며 개인 및 기업의 비즈니스, 연구, 정보 수집, 국내 통신 시스템을 현
저하게 발전시켰다. 또한 국내 온라인 미디어와 인터넷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현재 벨라루스의 IT 시장은 국내에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지속되고 있으며, 유선 통신․휴대전화․브로드밴드 인터넷 분야의 성장
에 힘입어 앞으로도 수요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
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 산업에 종사하는 벨라루스의 고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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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들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 IT 업체들의 취약한 경쟁력,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IT 제품의 높은 해외수입 의존도는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
회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IT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은 현지 소비자의 기호
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기업과의 차별화가 요구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이템보다는 신규 미래 수요창출이 가능한 제품에 눈을 돌리고 기술경
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간 소득 수준이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시장 세
분화적인 판매 전략과 현지 유통구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2010 연구보고서 요약집

257

동북아연구시리즈

10-01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정형곤․나승권․노유연 (2010. 8)
ISBN 978-89-322-5079-3/A5/94면
5,000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
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
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
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는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
로 국경 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
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
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가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
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
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
국기업에 미치는 통관 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 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
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 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
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
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
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 비용
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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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
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
기업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
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 간 상호인정협정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합
의해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 간 상시 협력시스
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
환경보호국(CBP)이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
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이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 관세청 담당
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
에는 주요 문제점의 보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
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
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
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
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
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예산의 안정
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
로 다수의 국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 차원
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동시다
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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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경제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
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
어, EU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
건이 향후 벨라루스 경제성장의 주요 잠재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아직까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언론과 야권을 탄압하고
있는 탓에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중요시여기는 EU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가격 인상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벨라루스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대외적으
로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및 세제 혜택, 세제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가 가까운 미래에 EU에 가입하거나 EU
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EU 측에
서도 EU 확대로 인한 피로감이 증대되어 더 이상의 통합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EU회원국들도 재정악화와 경기둔화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에서도 별다른 유인 요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EU 신흥가입국인 발트 3국이 EU가입 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보이
지 않고 있어 벨라루스로서는 EU 가입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러
시아와 카자흐스탄과 3국 관세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EU의 가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
라 비록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각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EU보다는 러시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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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이익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정
치적․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EU 국가들과 사회 구조적으로 괴리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향후 벨라루스는 현재 3국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친EU
정책과 친러시아 정책의 균형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
존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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