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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KIEP 연차보고서 2010』을 발간하며

지난 2010년 우리나라는 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
국으로서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향후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새로운 전기(轉機)
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경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경제구조 변화를 연구·분석하는 한편, 세계경제환경에서 우
리 경제가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경제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
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국제거시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고찰하고,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한국 해
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연구원 내부적으로도 1990년 1월 설립된 이래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가의 대외
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선도적 연구기관”으로서의 미래를 구상하며 전·현직 직
원이 머리를 맞댄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년을 뒤돌아보면 본원은 무역·투자, 국
제금융, 국제개발협력,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
제정책 관련 연구 및 정책수단 개발, 국내외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한국
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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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원의 각 연구부서에서는 거시경제 연구와 관련하여 KIEP 거시계량모형 운영,
국제거시금융 DB 구축사업, 아시아경제 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역통상 연구를 위해 DDA 종합센터 및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지역연구를 위해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주재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그리고 SNU-KIEP EU Center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전문가 양성, 전략지역 심층연구, 동북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통일대비
정책협의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펼친 성과를 정리하여
『2010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본연구를 비롯해 지난 1
년간 연구진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
니다. 앞으로도 본 연구원은 21세기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에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
려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5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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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사업 개요
연구사업 현황
국제거시금융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FTA/DDA 정책
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해외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현안자료 발간
VIP 보고서 제출
기타 정책

2. 연구관련 사업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 협의회
대외경제전문가풀 운영
아시아경제패널 주관 및 학술지 발간
KIEP 거시계량모형 확장 및 업그레이드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권역별·성별 중국연구
DDA 종합센터 운영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한·미 관계, 북한 이슈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미 KEI 운영
KIEP 북경사무소 운영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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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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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1989. 8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1989. 12

재단법인 해산 및 특별법에 의한 연구원 설립

1990. 1. 17 개원식
KEI 감독 업무, KOPEC 사무국 업무 인수

12

1992. 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립 (10월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994. 1

대외경제전문가「풀」 사무국 설치

1995. 3

북경사무소 설립

2000. 4

부설 지역정보센터를 세계지역연구센터로 확대·개편

2002. 3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설치

2005. 12

SNU-KIEP EU센터 설립

2008. 5

채 욱 제7대 원장 취임

2008. 6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확대·개편

2010. 2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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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IEP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① 연구사업 개요

> 연구사업 현황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
핵심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관련 정책 입안·평가, 대외협상 전
략 제시, 정상 및 각료 선언문 작성, 협상대표단 참여, 정책 홍보 등으로 정책수립에 기여함.

정책기여 현황
•2008~10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기본연구과제 71건, 수탁연구과제 248건, 수시연구과제 94건으로,
총 419건에 달함.
•이 중에서 2010년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분야별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총 150건의 연구보고
서를 발간함

분야별 정책기여의 형태
•FTA/DDA 정책
•해외지역연구 및 해외사례분석
•국제거시금융 분야
•동북아 및 지역경제협력
•FDI/ODI 정책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개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기타 정책
▶ 2010년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 현황

14

기여분야

FTA/DDA

해외지역
연구 등

국제거시
금융

동북아/
지역경제
협력

FDI/ODI

녹색성장/
자원개발

ODA

기타

합계

건수

33

55

14

18

3

9

6

1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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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시금융
2008~10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10년도 국제거시금융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14건임.

국제거시금융 분야 정부정책 기여 유형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국제거시 동향 및 정책분석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모색
•대외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예측
•원화의 국제화 및 국내금융 분야 발전방안 제시
•환율제도 연구 및 환율 예측
•G-20 정상회담 대응 전략 및 의제 연구
•거시금융 분야 주요 세계 연구동향 분석 제공
▶ 국제거시금융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2010)

수탁연구과제

세계경제위기 이후 G20 역할 및 정책적 시사점(2010)

수시연구과제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를 중
심으로(2009)

>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2008~10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10년도 정부의 중장기 통상전략 정책 형성 및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9건임.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개발 분야 정부 정책수립 기여 유형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국제 환경협약 및 주요국 환경정책 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
•친환경정책의 개발을 통한 국격 제고
•환경정책을 통한 대외개발 사업추진방안 제시
•해외자원 개발 및 플랜트건설 진출 활성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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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2009)

기본연구과제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2009)

> FTA/DDA 정책
2008~10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10년도 정부의 FTA/DDA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33건임.

FTA/DDA 정책 기여의 유형
•DDA/WTO 동향분석 및 정부대응 전략 제시
•FTA/DDA 협상타결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한국 측 협상 기본안 또는 양허안 마련
•FTA 활용 극대화 방안 연구: 관세행정, 무역조정지원제도, 원산지 규정 등 관련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호주, 한·뉴질랜
드, 한·GCC FTA 등 진행 중인 FTA 협상 지원 등
▶ FTA/DDA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방향(2009)

수탁연구과제

국내기업의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2009)

> 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2008~10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10년도 FDI/ODI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3건임.

FDI/ODI 분야 정부정책 기여 유형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성과분석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동아시아 역내의 투자활성화방안 제시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 제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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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I 및 ODI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2009)

수시연구과제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09)

> 해외지역연구
2008~10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해외지역정보 및 해외사례 제공을 통해 2010년도 정부의 정책 형
성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55건임.

지역연구 및 해외사례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관련국 동향에 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지역별 통상전략 수립 지원
•양자간 주요 경제현안 분석 제공
•지역별 정치·경제 변화를 파악하여 리스크와 지원전략을 분석
•국내 주요 현안에 관한 해외사례 제공
•대통령 등 주요인사 해외 순방 시 관련국에 관한 심층 자료 제공
▶ 해외지역연구 및 사례분석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2009)

기본연구과제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2008)
수시연구과제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2008)

> 국제개발협력
2008~10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10년도 정부의 동북아(대북 정책 포함) 경제협력 및 지역경제
협력체(APEC 등)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18건이며, 2010년도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6건임.

동북아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협력체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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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협력과 관련된 정책 도출
•APEC, ASEM, ASEAN+3 주요 의제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협력체 한국 측 기본 입장 마련 및 관련 회의 참석 및 지원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마련
•남북 경제관계 주요 현안 분석 및 전망을 통한 정책 수립
▶ 동북아/지역경제협력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지원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2010)

기본연구과제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2009)

ODA 분야 정책수립 기여의 유형
•대외원조 정책평가 및 역량강화 방안 제시
•해외 공적개발원조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2009)

수시연구과제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2010)

> 현안자료 발간
•본 연구원은 해외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분석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
립과 국내 경제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
•대표적인 현안자료인「오늘의 세계경제」는 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
한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하며,「지역경제 포커스」는 주제별 해외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국내 경
제관계자의 이해증진에 기여
•중국경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원의 북경사무소를 통해「KIEP 북경사무소 브
리핑」을 발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중국 관련 심층연구자료인「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을 발행
•본 연구원은 현안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주간 뉴스레터인 KIEP Webzine을
통해 18,000여 명의 구독자에게 전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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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현안자료 발행 건수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회수
현안자료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건)

3개년 평균 조회 횟수1)

오늘의 세계경제

47

42

39

128

3,996

지역경제 포커스

45

55

43

143

3,585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51

34

23

108

5,668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

-

32

32

654

연도별 합계

143

131

137

411

4,058

1) 발행연도가 빠를수록 조회 횟수는 높아 2008년 발행 현안자료의 평균 조회 횟수는 7,128회로 집계됨.
2) 본 조회 횟수는 타기관의 자료실이나 개인 블로그를 통한 2차 조회는 제외된 수치임.

▶ 2010년도 주요 현안자료의 예시
구분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성별동향
브리핑

보고서명

제출 시기

내용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3/11

위안화의 적정환율에 관한 미·중 갈등과 위환화
의 절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망

5/28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
고 향후 전망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7/5

일본 민주당정부 신성장전략의 주요내용을 분석
하고 실행가능성,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및 향후
전망

3/29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주요내
용과 의회통과 배경, 향후 이행가능성을 진단

UAE 아부다비의 발전전략과 경제협력
수요 평가

5/7

UAE 아부다비의 발전전략을 검토하고 경제협력
을 통한 국내업체들의 UAE 진출가능성을 모색

주요국의 대이란 제재조치가 이란 경제
에 미치는 영향 전망 및 시사점

10/20

미국, EU, 일본의 대이란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이
란경제 및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중국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방향과 향
후전망

4/6

중국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신흥산업에 대한 평
가와 향후 전망

중국 고속철도 건설 현황과 기대효과

8/30

중국 고속철도의 건설현황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선양경제구(沈陽經濟區) 발전계획을 통해
본 랴오닝(遼寧)성의 도시화 추진 전략

6/25

중국의 선양경제구의 발전계획을 통해 중국 랴오
닝성의 도시화 추진전략 분석

최근 산둥(山東)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전망

8/04

산둥성 노동시장의 분석을 통해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방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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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보고서 제출
•본 연구원은 국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매월 전략보고서인 ‘VIP
보고서’를 청와대에 직접 제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총 15건을 제출
•VIP 보고서는 현안에 대한 분석 외에도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
하여 선제적인 정책수립에 기여

> 기타 정책
2008~10년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에서 2010년도 정부의 기타 정책 형성 및 수립에 기여한 보고서는 총
12건임.

기타 분야의 정책수립 기여 유형
•기타 대외경제 현안 분석 및 다자간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제시
•국제회의 유치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정부의 국제협상 지원 활동
▶ 기타 분야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20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2008)

수시연구과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전문인력 활용방안(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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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관련사업

>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 협의회
분야별 국제세미나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국제경제 및 지역연구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세계 각지의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 세계경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 국제세미나 개최
주 제

개최일자

주 최

Asian Economic Panel 구성 및 아시아, 미국, 유럽의 학자 초청. ‘아시아 경제’에 관해 논의
및 Asian Economic Papers(MIT Press) 출간

2010-03-22

외교통상부

한-카자흐스탄 우호 증진

2010-04-05

외교통상부
국회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치 엘리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향후 한
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엘리트 네트워크 활용 방안 모색

2010-04-23

외교통상부

2010년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 발표 및 한중일 정상회담 보고 내용 확정

2010-05-08

기획재정부

한국-투르크메니스탄 통상 및 자원 협력

2010-05-11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

FTA관련 각국의 법적 제도 연구(National practices on FTA issues)

2010-05-22

외교통상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및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싱크탱크가 모여 토론하고 정보
공유

2010-06-03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새로운 의제로서의 개발 이슈 논의를 위해 World Bank
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고위급 정책세미나 주관

2010-06-04

G20 정상회
의 준비위
원회

포스트 국제금융위기 시대의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맞추어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 모색

2010-06-24

외교통상부

세계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주제별 구체적 논의 진행 상황 점검

2010-07-07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Institutions for Integration toward an Asian Economic Community

2010-08-16

기획재정부

ADB Regional Economic Outlook 발표 및 한국정부 입장 설명

2010-08-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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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권역 핵심 연구진들과 연구협력 및 교류

2010-08-22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중 양국의 핵심 국책연구기관 간 연구협력 및 교류

2010-08-25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동북아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구상

2010-08-26

외교통상부

한국, 미국, 일본의 주요 Think Tank들이 주도하여 Asian Economic Panel을 구성하고 아시
아, 미국, 유럽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경제’에 관해 논의(결과물은 Asian Economic
Papers(MIT Press)로 출간)

2010-09-11

기획재정부

한국과 중남미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2010-09-29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의 부상과 함께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
질서 및 세계금융질서,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경제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2010-09-30

기획재정부

KIEP-ERI 제5차 공동세미나: 한-러 경제협력과 양 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구 및 교류협력

2010-09-30

외교통상부

아세안의 경제와 정치, 한-아세안 협력 현황과 전망 모색

2010-10-07

외교통상부

현지 진출 업체 및 기관들의 의견 수렴

2010-10-19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한·중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 간의 국제회의를 통해 향후 북중 경협의 변화에 대비한
한중 협력방안 및 대북 정책과제 모색

2010-10-27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2010-11-01

G20 준비
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제시된 향후 위기 방지 방안과 금융위기로 인해 커진 국가 재정위기 등
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모색

2010-11-08

G20 준비
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유럽연합의 통합모델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달성을 위한 모델 모색

2010-11-09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중앙아시아 각국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한-중앙아 협력 증진 방안 논의

2010-11-18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아시아 신흥공여국 개발경험의 국제개발원조 사회 기여도 강화 및 향후 ODA 정책추진방
향 모색

2010-11-18

기획재정부

한국 내 중국연구자 및 중국학자들과 중국의 지역 발전전략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의견 교류

2010-11-23

외교통상부

11월 11일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결과 결산 및 향후 한국의 나아갈 방향 논의

2010-11-25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남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한 주제별 구체적 논의와 함께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방향 및 전
략 도출

2010-11-25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통화전쟁의 배경과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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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개최
주제

개최일자

주최

보조금정의, 상계조치, 보조금통보, DDA 규범제안

2010-01-04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연구성과 정보 공유 및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2010-01-13

지식경제부

한-인도 CEPA 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예상문제점 발굴

2010-01-18

외교통상부

OECD DAC 가입 및 제4차 원조효과성회의 서울 개최에 대비한 한국 원조정책 개선방안
모색

2010-01-22

국무총리실

수입증가 판정, 피해 판정, 인과관계 판정, Parallelism 이슈

2010-01-25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술규정, 표준, MRA, 국제기준, 적합성의 평가 등

2010-02-08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몽골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이를 통한 한-몽골 협력 및 교류 증진 방안 모색

2010-02-09

외교통상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정책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토론

2010-02-11

기획재정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기념 및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연구 결과 확산

2010-02-11

지식경제부

식물위생조치의 정의, 국제기준, 동등성(equivalence), Precautionary principle

2010-02-22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서비스 양허표, MFN, NT, 국내규제, 예외시항 등

2010-03-08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몽골 협력 방안 모색

2010-04-02

외교통상부

2010년도 연구추진 관련 유관부처와의 정보공유

2010-04-08

외교통상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홍보

2010-04-14

외교통상부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 및 북일 관계의 현안이슈에 대한 입장을 점검하고, 북핵문제 해
결 및 북한체제변화 유도를 위한 한일협력 방안을 모색

2010-05-12

국방부

한국 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2010-06-08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필요한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현안 점검

2010-06-10

외교통상부

최근 무역이론 전달

2010-08-11

외교통상부

금융과 무역부문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FTAAP 정책과제 도출

2010-08-17

외교통상부

수출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및 선진국의 원산지 검중 요구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방안 점검

2010-08-19

기획재정부
관세청

자원이 풍부한 이행경제국의 경제발전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발표 및 토론

2010-08-20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앙아시아 각국의 금융시장 연구 및 국내 전문가 초청 자문 회의

2010-08-23

기획재정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앞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전검토를 통해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2010-09-07

기획재정부

금융위기 과정을 통해 살펴본 독일 경제의 특징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검토

2010-10-01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한국경제발전 모델 모색

2010-10-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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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미 FTA 협상 관련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언론계 등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대국민
홍보강화

2010-12-17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2010년도 연구추진현황 점검 및 2011년도 통상정책과제 검토 및 제안

2010-12-21

외교통상부

중앙아시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향후 한-중앙아시아 간 협력 확대 방안 모색

> 대외경제전문가풀 운영
연구회(분과회의) 개최 및 정부 요청의 국제회의 지원 등을 위해 대외경제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각 연구회는 20인 이내, 지역연구회 산하 분과는 14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연구회에 1~2
명의 간사를 지정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가 필요한 비공식
국제회의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연구회 개최
-국
 제거시금융 연구회(16회), WTO 연구회(1회), FTA 연구회(1회), FDI 연구회(1회), 에너지/환경연구회(1회),
ODA 연구회(2회), 세계지역 연구회(21회) 등 총 43회 개최, 연인원 734명 참석
•연구회(분과)에서 논의된 발표자료 및 결과보고 웹 등재
- 공개 40건, 비공개 3건
•정부요청 국제회의 지원
- 국제회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석(9회): 외교통상부 지원(8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원(1회)

> 아시아경제패널 주관 및 학술지 발간
아시아지역의 싱크탱크 및 학자들이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Earth Institute(EI), 일본 게이오대학 세계안
보연구센터(GSRC)와 제휴하여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BPEA) 또는 유럽의 Economic

Policy(EP)와 유사한 형태로 아시아의 주요 경제적 현안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 아니라 주요 정책시사점
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지역의 주요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두 차례 패널을 개
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Asian Economic Papers(AEP)를 연 3회 발간(MIT Press)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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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업실적
•2010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경제패널 개최
•상반기 아시아경제패널은 3월 22~23일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되어 총 11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와 토론이 이루어졌음.
•하반기 아시아경제패널은 9월 11~12일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개최되어 총 11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주로 최근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성장모델과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다루어졌음.
•1년에 세 차례 발간되는 Asian Economic Paper는 Winter/Spring 2010(Issue 1), Summer 2010(Issue 2), Fall
2010(Issue 3) 순으로 MIT Press에서 발간됨.

> KIEP 거시계량모형 확장 및 업그레이드
2007년에 개발된 KIEP 거시경제모형을 확장하여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고, 지난 모형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중·일·미의 RW, 5개국 모형을 구성
하고 특히 자산시장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거시적 충격 발생 시 한·
중·일·미 사이에 상호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2010년 사업실적
•기본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 등 총 8개 과제에 모형이 활용되었음.

>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기본적인 무역 관련 DB 구축을 통해 국제거시모형, CGE 모형, 국제 I-O 모형을 보완하여 정부정책 결정의
기초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관세통계를 구축한 후 이를 정책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효과 계측을 위한 CGE 모형을 운영하고, 미국과 EU에 대한 통상연구 관련
정치경제학적 주요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기술변화 반영 CGE 모형 개발
•동학 CGE 운용 준비
•국제 무역지수 및 관세 관련 자료 축적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25

Ⅰ. KIEP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권역별·성별 중국연구
국제경제무대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권역별ㆍ성별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보 분석 및 연구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0년 「중국 권역별ㆍ성별 연구단」 설치를 통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중국경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중국 각 성의 주요 연구기관과 3개의 MOU를 체결하고, 세미나(4회), 간담회(6회), 전문가 초청(3회) 등으로
중국 인적 네트워크 확충
•MOU 체결
- 우한화중과기대(2010.11.4)
- 저장대학 민영경제연구중심(2010.11.5)
- 강서성 사회과학원(2010.12.27)
•세미나 개최
- 급변하는 중국의 권역별 경제와 우리의 대응(2010. 4. 14)
- 중국 중부지역발전과 한·중 경제협력(2010. 8. 22)
- 전략적 협력동반자 시대의 한중 투자협력(2010. 8. 25)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2010. 11. 23)
•간담회 개최
-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방향(2010. 4. 8)
- 중·대만 ECFA 협상 내용과 한국 및 아시아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
- 대만 국립정치대학 WTO 센터 소장 류덕해 박사(2010.4.29)
- 한국, 중국 양국의 WTO, FTA 관련 연구 현황 상호 교류(2010.5.25)
- 한국의 해외투자 지원정책에 대한 소개(발표: 지만수 중국팀장): 중국 거시경제연구원(2010.7.1)
- 2010년 중국 미래지향교류사업 경제통상 방한단 간담회(2010.9.7)
- The Current State of Chinese Economy & the Prospect of Renminbi Appreciation(2010.12.2)
•전문가 초청
- 상해국제문제연구원(2010.11.17)
- 중국 복단대학 왕샤오쯔(王小卒) 교수(2010.12.2)
- 중국장시성사회과학원(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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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종합센터 운영
DDA 및 경제개방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고 국제통상연구회를 운영하며, 대국민
홍보 및 세미나 등을 통해 DDA 협상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국제경제와 시장
경제의 원리, 국제사회의 규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연구보고서 발간
•국제통상법 강의 및 WTO 규범분야 협동연구 추진
•KIEP 국제통상연구회 운영
•DDA 및 개방 관련 세미나 개최
•대정부 지원
- WTO/DDA 협상 및 통상정책 관련 국내대책회의, 간담회 참석
- DDA 협상 관련 정부지원 해외 출장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APEC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하며, 관련 회의에 대한 대정부 지원 및 연구자
료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APEC/PECC Korea Newsletter” 발간을 통해 연구성과를공시하고 있으며,
ASC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APEC 정상회의, 통상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관련 대정부 지원을 통해
APEC 연구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APEC 사업 추진
•APEC 관련 회의 참석 및 대정부 지원
•러시아 APEC Study Center 부소장 방문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홈페이지 운영

> 한·미 관계, 북한 이슈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한·미 관계 및 한반도 이슈 관련 미국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한·미 관계 및 한국 관련 정치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미국 내 정책연구 지원, 한·미 간 지적/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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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학 석사과정 확대를 통해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전·현직 국무부 관료 및 미국 내 한
국전문가 강사를 초빙하여 외교적 지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Visiting Scholar Program, High Level
Discussion, Policy Dialogue Program을 통한 한·미 전문가 토론을 활성화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한·미관계 및 한반도 이슈 정책연구사업: Working Paper 시리즈, Special Report, SAIS 석사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한·미 관계 연례 보고서 작성
•북한 경제 공동연구(NEAR 재단 공동)
•KIEP-SAIS 연례 포럼 개최
•US-Korea 연례 보고서 작성
•한·미 관계 인적, 지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한미 외교전문가 전·현직 관료, 전문가, 학자들로 구성된 토론
회 학술회의 및 문화 행사를 통한 한·미간 지적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대하였으며 워싱턴 지역의 특성과
이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공개, 비공개로 나누어 세미나를 실시함.
•주요 산출물
- 한국학 전공자 22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학과로 성장
- 다양한 자유주제 연구보고서, 기획연구보고서 등을 출간
- Korea Forum 운영
- DPRK Economy Forum 운영
- 미국 워싱턴의 한국 우호 여론 형성
•기타 사항
- 한국학 전공자 장학금 지급(총 10명)
- 한국어 교육 확대

> 미 KEI 운영
현지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경제 및 정책을 미국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한·미 여론주도층의 토론
회, 한·미 정책세미나, 한·미 합동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술 및 정
책용역사업과 인사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본 KEI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효
과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경제를 적극 홍보하여 한국 여론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미국 내 한국 및 아시아 관련 동향분석 자료수집·제공
-본
 원의「미 KEI」는 “KEI Reports”를 통하여 미국 내 한국 및 아시아 관련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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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내외 기관에 제공하여 왔음.
•한국경제 및 경제정책의 대미홍보
-한
 국경제 현황에 대한 대미 홍보의 일환으로 Korea Insight(월간), 100쪽 내외의 한국경제 분석지인 Korea’s

Economy(연간) 및 학술세미나 논문집을 발간하여 미국 여론 주도층에 배포함으로써 한국 경제상황을 미
국 정가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음.
•한미합동학술토론회, 한·미 여론 주도층 세미나, 한·미 정책세미나 개최

> KIEP 북경사무소 운영
중국 현지 동향을 빠르게 분석하고 한국경제 및 정책을 중국에 홍보하기 위해 수시로 「중국경제현안브리
핑」을 작성/배포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한중경제포럼을 운영하여 한·중 간 의견교
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국 관련 정책에 기여하며, 한·중
간 네트워킹을 강화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관련연구를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 홍보사업
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3회 발간
•한중경제포럼 7회 개최
•KIEP 북경사무소 설립 15주년 기념 “韓中 經濟協力 비전” 국제세미나 개최
•세미나 지원: 제8차 KIEP-AMR 공동세미나, Global KOREA 2011, 제1회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세
미나
•연구네트워킹 활동: 중국 측 68건, 한국 측 98건
•지원업무: 본부(출장지원 14건 포함 61건), 정부 33건, 민간 30건, 언론 70건
•한국경제홍보: Economic Bulletin 발송(11회), Korea's Economy 2010 발송, 중국 法制日報 기고문 작성, 중
국 미래전략연구회 회의 참석, 동북아 경제 협력 및 KIEP의 북한 연구 관련 자료 제공 등

>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역경제전문가와 해외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지역전
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외지역 전문가 공동 양성계획인 “Full Package”와 주요 지
역전문가 공동 양성계획인 “Special Package”의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대와 한국외대, 중앙
대, 한양대, 서울대 등 5개 국제대학원이 참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특정 지역 중심의 지역연구에서 탈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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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교육기관 차원의 지역연
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동남아, 중동·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남미, 러시아 총 10개 지역에 관한 프
로그램 운영
•대학별 운영결과보고서, 회계보고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운영방안 수립

>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
전략적 경제협력 국가(지역)를 중심으로 산업분야와 경제제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실용적인 지역연구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전략적 지역연구 및 국내외 인
적 네트워크 확대사업을 수행하여 전략국가(지역)들과 장기적인 경제교류·협력 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로서 전략지역(국가)연구 관련 정보, 자료 및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
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연구자 간에 공유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교역투자, 에너지, 기초연구 부문 등으로 구분된 중앙아시아 연구 포럼을 운영하고, 5권의 중앙아시아 전
략보고서 발간
- 국내외의 중앙아시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논문공모 사업을 실시하여 2권의 논문집 발간
- 중앙아시아 전문 홈페이지 CAF(Central Asia Forum)를 운영하여, 국내외 연구정보 축적
•주요 산출물
-중
 앙아시아 전략보고서 5권(『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중앙아시아 6
개국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 전략』,『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중앙아
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한국형 개발경험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 중앙아시아 연구논문집 2권(정치·문화, 경제·자원·과학)
•기타 사항
- 키르기스스탄에서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개최
- 국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학술대회 개최
-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국책연구기관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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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세계지역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세계지역연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개국 대상 BRICs
Information Center를 50여 개 유망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EMERiCs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분산되어
있는 신흥개도국 전문가, 지역연구 DB를 일원화하여 국가정보자원을 확충하였다. 연구 및 투자진출 관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인적자원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전문가들 간에 네트
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세계지역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운영
- 정규과정: 중국 중원메갈로폴리스 전문가과정 운영
- 하반기 정규과정: 중남미 전문가과정 운영
•신흥개도국 지식·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세
 계지역 관련 DB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 각 지역에 관한 국가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이를 국가지식으로
활용
- 신흥개도국 지역연구자, 진출희망기업 등 신흥국가 정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홍보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CRES Visiting Fellows Program) 운영
- 신흥시장국가의 유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청프로그램 운영
- 신흥개도국의 주요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정보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내외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추진지원
199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제별 연구
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북아개발은행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을 도출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세미나 Proceedings 출판
•글로벌 금융위기하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
•다자간 금융기관 설립을 현실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기반 마련방안 논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관한 논의, 향후 방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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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연구네트워크 강화사업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해외학자를 초청, 연구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연구 활동의 허브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본원 및 국내외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
제협력 관련 동향정보, 학술문헌정보 및 전문연구정보, 세미나 정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선별한 후 웹사
이트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총 7인의 해외학자를 초청하였으며, 방문학자들은 KIEP과 사전에 합의된 연구주제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
고, 원내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발표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원내외 인사와 전문가 세미나,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교류

> 대외경제 연구역량 강화안
주요 경제권역별 연구협력체제 및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 구축을 통해 연구의 국제화 및 선진
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국내기업의 해
외사업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특별휴직
- 박사급 특별휴직 제도를 통해 휴직기간 동안 관련기관에서 연구업무 능력 향상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파견훈련
-담
 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강화
•업무능력배양연수
-담
 당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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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사업
연구지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Digital Library를 운영하여 개별 연구자의 과제별 정보자료를 제공하
고 소장자료의 온라인 목록을 연동하고 있다. 해외 각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경제연구소, 국제경제기구
등의 자료를 망라하여『해외 주요기관 자료속보』와『최근 이슈별 자료속보』를 이메일 뉴스레터 형식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국별 통계 등 지역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
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Digitial Library 구축
•연문연결 소프트웨어인 SFX와 참고문헌 관리도구인 RefWorks 함께 도입
•2010년 24개 기본연구 관련 참고문헌 리스트 배포(각 과제당 평균 60여 건, 총 1,500여 개/원문 970여건)
•참고문헌서비스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G-20 Information Center 기획 및 컨텐츠 구축

> 전산 운영
지식정보시스템(KINIS)을 통해 연구원의 모든 연구진행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축적하고 지식을 공유
하고 있으며, 경영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웹사이트를 구현하
고, 도서관리시스템(LAS) 업그레이드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전산 인프라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지식정보시스템(KINIS) 기능 개선 완료
•경영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
•지식관리시스템(KMS) 내 연구 참고 DB 12,000건 구축
•웹접근성을 준수하는 웹사이트 구현
•도서관리시스템(LAS) 업그레이드 구축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침입방지시스템 운영 등 정보보안 강화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33

Ⅰ. KIEP 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 출판·편집 사업
정책연구보고서와 주제별 연구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오늘의 세계경제」,「지역경제 포커스」,「중국
성별동향브리핑」등 현안자료 발간을 통해 세계경제에 관한 심층분석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의 모
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학술 DB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연구정보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등 발간: 총 115종
•현안자료 발간: 총 146종(「오늘의 세계경제」39호,「지역경제 포커스」43호,「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32호,「북경사무소 브리핑」32호)
•『대외경제연구』20010년 1,2호 발간, 우수논문상 선정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집, 20주년 발간자료목록 발간: 국문/영문
•발간자료 DB 수록 DVD 제작
•출판자료 배포 및 판매/회원제 운영

> 대외홍보사업
언론기고, 특집기사 등을 통해 언론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KIEP 웹진을 통해 연구성과물 및
연구원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World’s Leading Think Tank” 이미지 구축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기
획홍보체계를 정립하여 홍보 및 보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유학생 DB를 구축
하여 인력 네트워크 형성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2010년 사업실적
•해외 홍보 강화: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원 정보 제공 강화, 해외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온라인 홍보 강화: 뉴스레터 개편, 웹진 수신자 관리, ‘지식경제정보포털’ 발간정보 제공, ‘홍보관’ 메뉴 관리
•전략적 통합 홍보 추진: 연구성과 홍보·확산 계획 수립, 859건의 언론보도 실적,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간
담회 개최, 이용자 인지도·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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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주요 연구 |

① 2010년 연구방향

● 국제거시금융과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post-crisis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금융 및 경제환경의 변
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대응전략을 제시

● 무역·통상과 관련하여 세계 경제 및 무역의 성장세 둔화가 다소 완화되는 한편 주요국의
수입제한 성격의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의 한국의 성장 전략과 통상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향후의 방향 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글로
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관련 연구를 추진

● 세계지역연구와 관련하여 세계경제의 회복과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동향을 적시에 파악·전망하고, 이에 기초해 우리나라와의 교류 및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
-특
 히 중국, 인도, 아세안, 중앙아시아 등 전략적 경제협력 대상지역(국가)에 대해 심층연구
와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통합연구를 강화

● 동북아 및 개발협력과 관련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국간의 경제통합의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과 북한의 개방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추진방향을 연구하는 한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증대와 질적 심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

36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 2010년 주요 연구 |

② 기본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포스트교토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
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기본연구
과제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일본과 EU의 환경분야 대외협력전략과 시사점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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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0년 들어 세계무역은 외형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균형(global imbalances)이 심화
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에서는 일본,
독일 등 수출대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이유는 무엇
이며, 이와 반대로 미국 등 선진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정책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주요국의 비교우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
으며,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G20
등 국제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국제무역의 흐름이 요동치면서 국별ㆍ산업별 비교우위는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비교우위 변화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국가간 비교우
위의 원천으로서 기술격차에 따른 생산비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우위는 과거의 물적자본 중심에서 인적자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거리,
FTA 체결 여부 등 지리적 요소와 아울러 대외적 자본의존도, 고용의 유연성 등 제도적인 환경이 크
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래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가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변해 왔으며,
국제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한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교우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를 통해 한국과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ASEAN국가 등)의 국제무역 비
교우위 추이를 분석한다. 또한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기 위해 생산요소, 기술격
차, 지리적 요소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한국의 경우 공업화 초기인 1970년 수출상품 중 70%는 경공업 제품이었고 이 중 약 56%를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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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지하였으며, 중화학공업의 수출비중은 약 1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 현재 한국의 수출
중 약 90% 이상이 중화학공업 제품이며 경공업 제품은 불과 1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구조는 급변
하였다. 즉 수출상품은 점점 더 고도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상품들로 이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무역구조 및 비교우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과
를 확장하여 산업분류와 무역분류를 연계한 후 가장 최근까지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도록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가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변
화해왔으며, 국제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패턴은 어떠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기존의 비교우위제품에 특화한 것은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빠른 회복세를
견인한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정 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는 수요자의 선호 변화와 같은
또 다른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고착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다변화 및 비교
우위제품 발굴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인프라
지원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
망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사업에 대한 참여지원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상대국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 및 수요패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
응함으로써 수출상품을 업그레이드해나가는 노력이 강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가 주
최하는 주요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제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브랜드파워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출제품의 기술경쟁력을 시급하게
제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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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해서는 다양한 비교우위 창출요인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이 모든 나
라와 산업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수출대상국 및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바, FTA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창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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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적자본의 축적과 이를 통한 지식창출 및 혁신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
요하다. 특히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 고숙련인력이 아직까지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세계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
업활동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지식집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개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서 전문가 및 고숙련인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
야 한다.

●
정책 기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기여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0-01 /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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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자유화정
책 시행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로 2008년 해외투자 금액은
229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추세는 최근 한국기업들에 의한 해외 M&A 급증,
대기업의 역량 증대, 글로벌 경영전략, 자원개발투자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한국정부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지원방안’으로 마련한 해외투자제한업종 완화,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등 해외투자 규제완화 및 금융·1세제, 해외투자보험 등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
기도 한다.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투자금액이 194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09년 4/4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66.4% 증가함으로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점차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
(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투자에 의한 산업공동화 현상은 해외투자
의 효과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른 무역수지악화, 고용감소, 제조업 비중 감소, 장기적인 경제성
장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
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투자의 효과를 무역, 산업, 투자 등에 대해 부분
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신태영(2003), 김현정(2008) 등이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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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해외투자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해외투자가 산업의 생산성, 무역, 고
용에 미친 영향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해외이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국내 생산기지 이전으로 산업공동화, 특히 제조업 공동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
견이 공존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
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에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발견하였다. 생산성의 경우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
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
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
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
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 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
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에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수출과 수입을 모
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
적으로 교역 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 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
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
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해외투자의 목적 및 현지생산 이후 판매전략과도 관련이 깊
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선진국에 수평적 투자를 할 경우 국내에서 중간재
나 부품을 조달하여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므로 국내 수출이 해외투자와 보완관계에 있지만 생
산 이후 현지시장에 판매하므로 국내로의 역수입에 대한 영향이 개도국에 투자할 때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투자는 현지에서 중간재 생산을 위한 수직적 투자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로의 수출뿐 아니라 중간재 생산이후 해외 현지법인에서 국
내로의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는 본 보고서의 6장에서 추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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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
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조~72조 원, 고용 10만~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 그 효과를 살펴보면 취업계수가 크고 생산효과의 발생규모
가 큰 서비스업에서 제조업보다 파급효과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업중에
서는 비즈니스서비스업에서 생산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제조업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순증가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에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
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
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즉,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산업경쟁
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
정책 기여
•해외투자의 동기와 국내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기업
들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지원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점검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02 / 230쪽

현혜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장용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강준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김혁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박철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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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기후변화규범이 안정화되는 과
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우리나라 주요교역상대국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동참요구가 고조될 것으
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
답을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한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을 다른 탄소시장에서도 인정하는 연계(linkage)는, 특히 교역상대국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양자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일
차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확대는 감축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일반적 특
성에 기인한다. 이 논리는 일국차원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주어진 각국의 감축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정책수단인 탄소시장의 국가 간 연계는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수단이 된다. 더구나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각국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주요 정
책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근거를 강화시킨다. 다음으로,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
계는 국가 간 감축부담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쟁력약화 우려(competitiveness concern)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국가가 교역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
부담을 지고 있을 경우 자국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초래하
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국가 총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겪을 가능
성이 높다.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탄소시장 연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공평(fair)하게 감축부담을
짐으로써 환경차원의 긴장관계가 통상차원의 긴장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보다 큰 차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의 모색이다. 즉,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뿐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다소 방대한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 다시 국제적 연계
에 집중한다. 이러한 연구범위의 집중은 연계가 기후변화체제 형성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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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라는 Jaffe and Stavins(2008)의 전망과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연계는 교토의정서의 실행 1기가 끝나는 2012년 이후상향식으로 출현하는 실제적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단기에 있어서, 연계는 상향식 현실적 국제 정책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현존하는 배출권거래제 간의 링
크는 이미 글로벌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정책 아키텍처에 일부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
제도인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s)는 이미 주변국들과 직접 연계를 해왔고,
교토 유연성 메커니즘의 하나인 CDM(Clean DevelopmentMechanism: 청정개발메커니즘)은 세계 총
량제한 시스템들의 간접연계로서의 잠재적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호주, 일본, 미국 들에서의 새로
운 총량제한 시스템이 생겨날수록, 직접적 연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CDM은 그 성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어 왔다. 이들 시스템들
간 연계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연계는 현재 글로벌 기후정책 아키텍처의 중요한 작동
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 국제적 협력수단으로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
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
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다.
부분균형분석 중 간접연계와 관련하여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우리
나라와 같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공통오프셋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
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
화’를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
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
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부분균형을 통한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접연계로 인한 충격완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를 분석하
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조치 도입 시 이론적 기초
를 제시하였다.
일반균형분석에서는 GTAP-E 모형을 사용하여 적합한 연계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45

| 2010년 주요 연구 |

연계 및 간접연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게임이론적 접근을 위한 우
리나라와 연계대상국들 간의 보상구조(payoff structure)를 구성하였다. Nash 균형을 찾기 위하여 연
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연계대상국에도 이익이 되는 조합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
국상호간 이익은 연계성립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
정책 기여
•국제탄소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우 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시 글로벌한 차원의 전략수립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03 /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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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김영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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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
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와의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 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
정에 대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한
국이 체결해온 7개 FTA는 각 FTA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며, 유사성보다는 차이점, 특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차이나 적용 방식의 차이는 한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기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원산지규정은 협상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FTA 협상과 이행 경험이 전무한 한국이 칠레를 비롯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면
서 특혜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
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이행이나 원산지규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경험할 수 없
었던 한국기업이나 산업도 FTA 협상에 나서는 정부에 개별적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충
분한 정보와 요구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한국 원산지규정이 일관된 특징을 지니지 못하게 된 주요
한 원인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이미 타결된 FTA에서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의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
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교역국가ㆍ3지역 중
ASEAN,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하고 중국, 일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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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에 대비해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일은 역내국과의 추가
적인 FTA 체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을 제시한다.

●
결론 및 시사점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이미 타
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
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
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 효율
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
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
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
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
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
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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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
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
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
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
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
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
출자제도의 경우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
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정책 기여
•향후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규정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04 / 165쪽

조미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김한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팀장
김민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양주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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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향후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논의는 FTAAP을 주축으로 하는 APEC 경제공동체 구성방안과 이행수
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APEC의 경제통합 활동의 특성과 현
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이후 2010년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APEC의 경제협력 활동의 성과를 검토·제시하고 APEC 활동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APEC 활동의 유동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
의의 의장국으로서 발휘한 국제적 조정능력과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확보된, APEC 내에서 제고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역내 경제통합 활동에
보다 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
결론 및 시사점
2010년 APEC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이행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주
요 분야별 개선현황을 살펴본 후 보고르 목표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르 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고르 목표는 APEC 지역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바, 1994~2009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증가하여 2009년 현재 미화 11조 4,000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미화 2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도 각각 연평균 성장률 13%와 12.7%
를 달성하였다.
둘째, 1996년 8.2%에 달하였던 2010년 평가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8년 현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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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인 10.4%보다 현저하게 낮은 5.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최우선과제인 DDA가 타결될
경우 최대의 자유화 추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내 FTAs/RTAs 확산 및 자발적인 자유
화 조치 등이 역내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평가참여 국가들은 자발적인 국내제도 개혁, RTAs/FTAs 체결에 힘입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GATS를 상회하는 상당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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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표준과의 합치 등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
어졌으며,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시행에 힘입어 2002~06년 동안
역내 무역거래비용의 5%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다.
반면 관세분야개선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쳐서 의
류, 농산품, 직물제품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인력이동(특
히 Mode 4)의 제한과 함께 금융ㆍ통신ㆍ교통ㆍ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교역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다수의 평가대상 회원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금지ㆍ제
한 조치(대상제한, 투자 상한선설정) 및 사전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관세, 서비스, 투자 분야
에서 추가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또한 아ㆍ태 경제공동체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경제통합과제 및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과 대APEC 전략에 있어,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TPP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의지가 높아 TPP가 FTAAP 실현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보
다 구체적으로는 과연 한국이 취해야 할 참여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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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APEC 역내
경제통합 참여는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ㆍ대응하면서 한국 ‘FTA 추진 로드맵’의
확충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역내 주요국의 경제통합전략 동향 파악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
적이고 연계적인 APEC 역내 경제통합 창설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PEC 주도로 2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FTAAP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역내 경제협력체를 모태로 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대한 한국
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경제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
합 방안 논의가 개시된다면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TPP를 FTAAP 형성을 위한 초석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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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주장될 수 있다.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이 TPP를 주축으로
하는 FTAAP 결성방안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이 활동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예상되는 기득권 상실
과 기회비용의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PP 참여국 가운데 자유화 및 개방화 견인
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예외 없는 자유화가 아닌 양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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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인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TPP 합류 가능성을 선언한 일본
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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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경로별 FTA 로드맵 보완 전략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한ㆍ중ㆍ일 FTA)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상기 논의된 ASEAN+3,
ASEAN+6, 또는 TPP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거대 FTA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는 촉
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PEC 역내 경제통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의 참여를 유도함
으로써 현재 형식적으로 ASEAN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활동을 3국간 FTA 추진으
로 동북아 주도의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지도 개편에 한국의 영향력과 기여를 강화하
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단계적 또는 연계적 추진방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전략과 더불어최적의 FTA를 지향
하는 APEC 역내 경제통합체의 자유화 추진내용에 대비하여 기존 또는 신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
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APEC 역내 국가간 또는 역외 국가간 FTA 추진 시 활용할
표준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관련 제도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APEC 원산지규정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원활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대한 지
속적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있을 APEC 역내 최적의 FTA/RTA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으로써 FTAAP 실현을 앞당기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 플러스 접근방식은 장
기적으로 예상되는 WTO의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APEC 역내 경제통합이 지
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의 안정적 운용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FTAAP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도
국의 협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0년 APEC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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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능력배양’ 필요성 발굴을 위한 조사(Survey)를 무역·투자위원회(CTI)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환경을 반영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능력 역량강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
정책 기여
•한국의 중장기 APEC 참여전략 제시
•G-20 체재 강화를 위한 APEC 활용방안 도출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05 / 177쪽

김상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박인원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박순찬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임경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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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제2의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의 수급에 대한 정확한
양상의 이해와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 증가
가 기존의 환경과는 달라진 구조적 여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환율이론들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환율정책의 한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시장에 맞는 정책대응
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율변동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외환수급의 특징 및 환율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각 하
부수지별로 그 변동요인을 분석해보고 각 수지간 연계관계를 확인하여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환율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수지는 실물요인과 금
융요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등 서로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환율결정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유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결정에 가장 주도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여타 요인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여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
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과 환율과의 관계분석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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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의 특성이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된 특성이 환
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환수급의 특성이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환율수준은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환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협
받을 경우 환율은 오버슈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환율이론들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환율변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 맞
는 정책대응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결정 요인분석이다. 환율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방
향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수지는 실물과 금융요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등 서로 다른 요인들
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적 유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환율결정 요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정책방향 설정
에 기초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변동주기도 짧아지고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자본이동규모가 환율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탓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자국통화가 국제적 호환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 원화는 대외환율에 미치는 영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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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잦은 변동과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환율의 급변동
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 수지의 안정
적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환수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
자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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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의 불균형을 피
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원화의 고평가보다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평가 상태가
정책적 관리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저평가 상태에서는 자국통화를 이용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이 그 이유이다. 국제수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외환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
본수지를 결정하는 자본투자는 대부분 단기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수준의 수급불
안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시현하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흑자폭이 클수록 자본의 유입도 증가하므로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외환
수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환수급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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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환율안정을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히 경상수지가 일정수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경우 외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
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시에는 경상수지가 자본수지를 구성하는 모든 수지항목의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적은 규모라도 경상수지를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
이 환율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둘째, 단기적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다.
자본수지 변동은 국내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같이 해외요인이 더 많은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가장 일차적 대안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보이다.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
수지 분석에서 나타난 환율변동 요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단일요인은 유가이
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다. 유가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가 영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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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수지의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경기 선행지수이다. 즉,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자본이동에서도 가
장 중요시하는 지표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경기선행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경상수지도 흑자
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투자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결국 경상수
지 흑자와 자본수지의 안정화 및 흑자기조 유지는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
정책 기여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여 국내경제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06 /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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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채권시장에서의 외
국인 투자비중이 점차 높아져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정책 수립 혹은 향
후 전망 등에 필요하다. 외국인의 투자비중 확대는 외국인의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의 채권시장에 대한 세금을 면세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과세하
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채권수요에 대한 이해는 향후 단기자금시장에
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본 보고서는 첫째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의 채권시장의
개관과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의 중요 변수로 생각되는 국채수익률, CDS
프리미엄, CRS 금리를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국제적인 동조화 현상 여부를 분석한다. 셋
째 외국인 채권수요의 결정요인을 ADB의 분기별 자료로 신흥국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일간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
결론 및 시사점
아시아의 채권시장에 있어서 금융위기는 큰 변화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기 이전의 아시아 채
권시장은 각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수준의 차이와 그 변동요인의 상이함 등으로 큰 동조화현상을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발발 이후 아시아 국채시장의 수익률은 그룹을 형성하면서 동조화 현
상이 많아졌다. 특히 위험의 평가에 있어서 신용등급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이가 금융위기 이후 좀 더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모두 영향을 받는 통화스와프 시장에서의 동조화
현상도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아시아권의 채권투자에 있어서도 동조화현상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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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향후 경제성장의차이, 물가관리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각국
의 채권시장의 주요 변수들의 동조화현상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국인의 아시아 채권시장 선택의 주요 요인은 그 성장성과 건전성 그리고 금리재정거래 유인에
있다. 아시아의 신흥국의 채권투자에 있어서 외국인이 고려하는 요인은 절대적인 높은 금리로 인한
투자매력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금리 이외에도 GDP의 규모로 대변할 수 있는 시장의 유동
성과 GDP의 성장률로 대변할 수 있는 성장성이 주요 결정요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의 신
용등급으로 나타나는 국채의 신용도도 주요 결정요인이었다. 국제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에서 일간 자료를 이용한 외국인투자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재정거래 유인이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입으로 야기되는 외환시장
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이로 인해 최근 외국인 국채보유
에 따른 면세조치의 환원이 결정되었다. 외국인의 채권시장에 참여하는 규제가 외국인의 자본 유출,
즉 투자회수를 막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인 채권
수요에 대한 분석이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외국인의 채권수요를 결정
짓는 금융시장변수로는 재정거래유인을 들 수 있으며 거시경제의 변수로선 경제규모와 그 성장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채권수요에 대한 우리나라의 변수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국으로 볼 수 있는
아시아권국가들의 변수에도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채권수요가 안정적으로 움
직이기를 원할 경우,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한 GDP의 안정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외국인 채권수요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재정거래 유인의 변동성이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 기여
•외국인의 투자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투자유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을 도모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07 /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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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질서는 기존 G7 국가 이외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한국 등 신흥 개도국이 참여한 G20 국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신흥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미성숙하
게 발달된 금융여건으로 인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금융안정망의
일환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이의 다자화, 그리고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고 있는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
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시사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역 금융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그동
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실제 경제위기 발생 시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현재 1,200억 달러의 CMIM 자금규모가
실제 위기 시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20%로 설정되어
있는 IMF 비연계자금 비중을 고려한다면 지원규모는 더욱 작아진다. 따라서 CMIM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 단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자금규모의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CMIM하에서 최
대 인출가능액은 192억 달러이고, IMF 비연계자금만 이용한다면 인출가능액이 약 38억 달러에 불과
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당시 한ㆍ미 통화스와
프 규모가 300억 달러였음을 상기한다면 CMIM의 자금규모 확대 필요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아세안+3 회원국의 현행 인출비율을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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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M의 총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그 하나가 될 수 있고, 현행 80%로 설정되어 있는 IMF 연계
자금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례로,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 규모인 600억 달러 정도를 현행 인출비율하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CMIM 기
금규모가 최소 3,000억 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인 IMF 연계자금 비중 축소를 위해서는 역내 감시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3 회원국은 현재 AMRO를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새
로운 역내 경제감시기구의 설립이라는 의의를 넘어 더욱 중요한 점은 AMRO가 보다 강력하게 실질
적인 역내 감시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보강하고 그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현재 낮은 수준의 감시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세안+3 ERPD보다 강화된 회원국간
상호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세안+3 차원에서의 구속력 있는 정책조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권고사항이 제대로 구속력을 갖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Park, Oh(2010)가 제안
한 것처럼 아세안+3 ERPD 체제에 조정기구를 신설하여 정책 권고사항에 대한 이의제기와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세안+3 ERPD에 각국 금융감독기구의 대표는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미시건전
성 감독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역내 독립적 감시기구도 장기적으로는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유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위해 미시ㆍ거시 감독영역은 구
분하되 의사결정과 정책제언을 할 때에는 두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합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경보체제와 관련해서는 AMRO 내에 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기존에 ETWG에서 운용해온 조기경보체제를 활용하여 감시기구 내에 편입시키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한편 ETWG의 조기경보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형의 업그레이드 문
제, 국가별 통계자료 집계의 어려움, 보고지표의 이질성, 자료의 객관성 확보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
해야 한다. 조기경보체제를 활용하여 회원국간 상호평가와 정책권고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ERPD에
서 수행하는 기능보다 진일보한 감시기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던 글로벌-지역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
는 2011년 G20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충격이 발생했을 때 IMF
가 특정국가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신용공여
를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안전망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lobal Stability
Mechanism)이 프랑스 정상회의의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를 코리
아 이니셔티브로 추진했던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과
CMIM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역내에서는 아세안+3 체제 내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세계적으로는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과정에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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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유로채 시장을 포함하여 다른 국제적인 시장에 견줄 만한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일본 엔화보다 다른 아시아 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
은 여전히 발행국가 안에서, 그리고 유로채 시장을 포함한 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시장뿐 아니라 유
통시장에서의 거래에서 많은 제약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유로채 시장에서 일본 엔화가 아닌 다른
아시아 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은 제도적으로 발행이 어렵거나 결제가 지연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ㆍ경제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육성방안들은 기존 연
구에서 많이 제시됐으나 역내 채권시장의 규제나 감독기능을 통한 대안은 많이 제시되지 않았다. 앞
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시아채권표준의 마련, 역내 예탁결제기구의 설립, 기타 법적인 문제나 자본
시장 관련 조세제도 등에 대한 연구 외에도 공시나 채권정보의 등록 등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의 채권시장 건전성 표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채권시장 자유화와 건전성 규제
의 정도가 역내 국가간에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글로벌 기준에 가까
워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채권시장 건전성 기준에 대한 논의는 먼저 동아
시아 금융협력의 발전 정도나 경제통합 정도에 따라 아시아채권시장에 대한 가능한 모형을 설정한
후에,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 기준과 감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경
제발전 단계나 각국의 국내 채권시장 발전정도가 매우 이질적인 아시아 경제의 제약조건하에서, 최
선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보다는 동아시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권시장 모형에 대한 충분한 논의에
기초하여 역내 채권시장 건전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역내 아시아 채권시장의
건전성 규제를 논하기 위해 현행 아세안+3 체제 산하에 공식적인 기구로서 가칭 아시아 채권시장 규
제위원회(ABMRC: Asian BondMarket Regulatoty Committee)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아시
아 채권시장에 참여하는 회원국이 운영하여야 하며, 역내 지역통화표시 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련
된 규범과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3 경제조사국(AMRO)과의
협력하에 시장건전성 규제를 실시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특히 국경을 초월한 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
을 위해서는 역내에서 채권시장의 규모나 발전정도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리
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를 위해 다층구조의(multi-layered)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협의체에는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시장 전문가 및 경제학ㆍ경영학ㆍ법
학등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감독기준과 병행하여 역내 채권
시장의 규제나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타 지역금융협력
의 수단에 비해 ABMI하에서 CGIF 운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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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기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지역공동통화에 대한 논의 및 아시아 채권
시장 발전을 포함한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08 / 164쪽

박영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이동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오용협 | CEPS 연구위원
안지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
장 중요한 경제적ㆍ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ㆍ정치적 이
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 의존도를 지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
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은 경기부진의 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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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폭 절상
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ㆍ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
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2010년 6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위안으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
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에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환율의 유연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
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5개월 동안2.5%)에 그쳤다. 이
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
을 표출함으로써 미ㆍ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
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환율갈등은 미ㆍ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때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일컬어졌다. 일본의 6년만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의
중국ㆍ한국 환율정책 관련 문제제기, 브라질ㆍ태국등의 외자유입 제한 조치, 여러 신흥국의 외환시
장개입 등이 글로벌 환율갈등의 주요 사례이다.
글로벌 환율갈등은 2010년 11월의 G20에서 환율정책의 시장결정 중시와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등
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합의내
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운용에 따라 미ㆍ중 환율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표
출될 개연성을 지닌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학계는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세계사회를 주도했던 미국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 경제적ㆍ비경제적 이유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1세기에 세계사회가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
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 사이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두 나라는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도 보고 갈등해소를 지향하는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환율문제와 함께 두 나라는 모두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국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이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시도해야 할 구체적인 국내 정책적 선택문제도 다룬다. 아울러 이 보고
서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의 정책적 의지로 위안화의 국제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지되어 온 국제통화질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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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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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
고 실천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국제적 공조체제가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를 보고 정
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글로벌 환율갈등의 핵심인 미·중 환율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격화될 경우 지금 상황
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계경제는 충격적인 경착륙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
성이 있다. 위안 절상의 폭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안 절
상 압박을 가하고 하원을 통과한 무역보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세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의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외환
보유액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달러보유 비중을 급속히 줄일 경우 미국금리급등, 국제외환시장 동요,
미국경제 침체, 그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운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막을 수 있다. 먼저 중국
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Bergste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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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과 여타 대부분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출과 고용, 무역수지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상원에서 부
결되어 보호무역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재정수지의 개선과 저축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도 완
화된다.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다변화를 정책협조의 차원에서 자제한다. 미국경제가 위
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개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있는 확률은 높
아진다. 두 나라와 세계경제 전체의 장래를 폭넓게 고려하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 및 구조조정 차원
의 정책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
다. 먼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변동성 확대로 원·위안의 변동성도 높아져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대가 예상되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시 위
안화와 원화표시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양국이 공히 추구하는 위안화와 원화
의 국제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보유외환의 과도한 달러 비중, 달러 자산의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
구성통화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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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
국이 우리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G20에서도 인정된 바 있는 자본유
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이 구체적인 규제조치의 예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제도적인 규제의 시행을 검
토하기는 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
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으로는 우리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
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유대를 통해서 중국 등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
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시장과 상하이 시장의 역외ㆍ역내 기능 분담을 통
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국
제금융센터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터를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허브로 키울 수 있도
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와 원화가 결제통화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원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송금 제한 규정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
정책 기여
•세계경제의 현안인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게 될 정책적 선
택을 검토하며, 국제통화질서와 동북아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09 / 174쪽

조종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복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박영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양다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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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은 13억 인구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대국(大國)이며, 2010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4,000
달러 수준의 발전도상국이기도 하다. 개혁개방의 역사가 30년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
국으로서 과거체제의 다양한 유산이 경제구조와 정책결정과정 곳곳에 남아 있다. 중국경제가 가진
이러한 특수성은 중국의 경기순환이나 주요경제지표의 움직임,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의 내용에 각
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해외변수 중 하나가 된 중국경제의 변화에 대해, 특히
그 수요 측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경기순환과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기순환에서 나타나는 주요 거시지표들의 움직임과 이에 대응
하는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이나 장기적 경제
전략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의 거시경제 구조의 변
화 및 정책선택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와 기업의 중국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중국의 거
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
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
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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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원화의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
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
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
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
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
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
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
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
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는지를 검토
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수준의 성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
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
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
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
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
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
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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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
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
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
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
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
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를 겸한 지
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
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
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
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
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
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ㆍ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
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
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
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
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
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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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기여
•중국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향후 심층적 거시 동향 분석 수행

▶ 연구진
지만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장
박월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10 / 168쪽

이승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 · 중 경제관계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향후 새롭게 형성되거나 변모하게 될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정책, 특히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정책이 향후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
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미ㆍ중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
수적인 분야로서 통상 관련 정책, 중국의 위안화 환율정책 및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을 선정하
였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 분야들에서 중국의 주요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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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경제관계를 다시금 검토하게 된 계기는 바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의 과잉생산문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대국으
로 부상하고 있지만,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세계의 재고창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잉생산문제를 외국시장에서 소화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통상마찰
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수출 주도형 성장보다는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하려는
중국의 정책은 내부적으로 정책순위가 높은 것은 틀림없지만 짧은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
제가 있다.
한편 미ㆍ중 경제관계는 당연히 미국, 중국 두 국가의 경제정책 및 경제환경을 분석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술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
로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향후 미ㆍ중 양국간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함의를 찾으려는 연구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일정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ㆍ중 경
제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기보다는 종합적인 연구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보고서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추진한 각종 경제
정책이 미ㆍ중 경제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를 주목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미·중 경제관계의 향후 전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ㆍ중 통상분쟁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경우 우리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쟁적 수입규제조치 강화는 보호무역
주의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중 ADㆍCVD 조치 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인도네
시아,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도 분
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미
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수지는 10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국가수출이니
셔티브(NEI) 전략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무역 적자 상대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ㆍ중 통상분쟁에 직간접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
국과의 통상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양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이 우
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ADㆍCVD 조치
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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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국의 무분별한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 수출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CVD 조치를 무역구제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무역구
제 주무기관인 무역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D 조사 신청건수가 207건(1987~2010년 7
월 말)에 달하고 2010년 7월 말 현재 31개국 14개 품목에 대해 AD를 부과 중인 반면, CVD 조치를 발
동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둘째, 위안화 절상에 관한 이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환율정책을 둘러싼 미ㆍ중 양국간 분쟁을 분석할때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및 정책
수단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위안화 환율절
상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 및 대중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수량적인 영향 분석
이외에도 위안화 환율을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해서는 추
가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통상파트너이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대응전략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
정책 기여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
책 수립에 기여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11 / 183쪽

이장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나수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여지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박민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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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
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으로, 향후 역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경쟁 혹은 협력 측면에서 현 시점의 국가간 상황과 변화요인
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
하고 생산단위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상호간에 외교·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
면도 있어 3국간상호 투자는 더욱 증진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보
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
의 투자는 시장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FDI 유치를 위한 국내요인의 개선방안(규제완화 및 정
부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중·일 3국의 비교 및 상호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상
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현황, 특히 3국 상호간 직접투자의 추
이를 살펴보고, 상호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내
상호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관련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상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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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역내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국의 대세계·역내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과 3국 상호간 투자환경과 장애요인을 각
각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미흡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특히 한·중·일 투
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중·일 3국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계량모형을 사
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투자는 후생증대효과, 경제성장효과, 국제수지효과, 고용증대효과, 기술이전효과
및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로를 통해 투자유치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중·일 3국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아울러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3국은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해외투자 확대정책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
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국간 상호 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외에 상당히 미
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것마저도 중국의 외자우대세제 폐지, 노동 관련 규제
강화 및 노동비용의 증가, 반독점 및 M&A 규제강화, 투자 선별화 정책 및 가공무역 억제책 등으로 감
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결과 최근 한·중·일 3국의 역내 투자비중은 역내 무역과 비교적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3국의 역내 투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즉 중국은 그동안 단순히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혹은 중간재 조달을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투
자가 집중되었으나, 최근 한국과 일본은 중국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상대적으로 확
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해외투자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M&A 투자대상으로서 한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국간 이렇게 역내 상호 투자가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3국의 해외투자정책 및 각 기업단위의 필
요성 측면에서 상호 투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3국의 대세
계 해외직접투자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3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역내국으로의 투자 잠
재성은 역내 풍부한 소비시장과 높은 기술력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미국발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세계 소비시장으로의 역할을 해온 미국 및 서유럽의 위상 감소로 인해 역
내 소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역내 투자의 증가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3국간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이러한 상호 투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향후 정책적 역량이 집중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은 투자에 따른 수익이 현지 진출 및 생산에 따른 비용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생하게 된다. 이에 근거할 때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현지 진출 및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 주거나 혹은 현지 진출에 따른 판매수익이 비용을 초과하
는 여건을 형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지 진출 및 생산 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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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와 투자대상국 간의 제도적·문화적 차이 등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중·일 각국이 역내 투자기업에 장
애요인을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
기 위해서는 적정한 투자 관련 규제의 완화뿐만 아니라 양국간 투자제도 차이 등과 같은 현지 진출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3국간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주요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
자증진효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분석결과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의 경우 협
정 체결 자체만으로 투자증진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투자협정 체결이 해당 국가의 대외신뢰도
를 제고하고 법제도의 미비성과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
선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
자협정 체결과 함께 투자협정 체결 회원국들이 서로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할 경우 훨씬 큰 투자증진
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정책 기여
•중국 및 일본의 국내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13 /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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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
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
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이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
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
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
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
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
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
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
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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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
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
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
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 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
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
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
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
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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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
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
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
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
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
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
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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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여
•일본과 EU의 국가/지역별 협력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에너지 대외협력전략수립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14 / 459쪽

정성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김규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이형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김균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오태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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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9년 1월 경제통화공동체(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3단계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된
유로존(Euro-zone)과 유로(euro)화는 유럽재정위기가 발발하기전까지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
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그 이전 ERM 체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국가
간 환율의 불안정성, 일부 국가 화폐의 급격한 평가절하, 이로 인한 환율조정체계의 인위적 변경 등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는 데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로 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
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평가를 받았다.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
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더욱이 2010년
10월부터 아일랜드가 다시 위기상황에 돌입하여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등 유로존의 위기는 현
재진행형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퍼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상황에서 제안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유로존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유로존 운영의 성과와 문
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의 성과로 인해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다. 둘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유로존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는 현재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U 경제의 구조

78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 2010년 주요 연구 |

를 이해하고 한·+EU FTA 등 우리나라와 다양한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EU와 유로존을 이해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럽지역의 통화통합 예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
역통합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킬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
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원활한 조
합(policy mix)을 위해 재정통합의 심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EU의 공식적
인 입장은 재정통합이 아닌 재정준칙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사후적인 재정 감독 조치인 SGP를 개
선하여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상호간의 사전적 감독(peer review)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사
실 이러한 변화 방향은 획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초국가주의(supranational)와 정부 간 접근(intergovernmental) 방식의 산물인 EU 운영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영역
에 속하는 재정정책에 외부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
라서 앞으로 이 개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고 거시경제정책의 수렴에 기여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위기대응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 구제 금융을 계기로 성립된 EFSF를 강화하는 것이
다. 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EFSF는 소규모 회원국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나 스페인과 같이
규모가 큰 회원국에 대한 동시적인 지원은 어렵다. 따라서 일부국가의 위기가 전체 유로존으로 확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기금의 규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EFSF는 2013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설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FSF의 확대는 각 회원국이 재정위기에 대
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재정통합의 강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CB를 통한 회원국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화폐화(monetization)하는
조치 또한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또한 공동의 통화기관을 통해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지원한
다는 점에서 재정통합의 주장과 같은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위기대응에 대한 두 번째 논의는 채무재조정에 관한 것이다. 독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주장하
고 있는 채무재조정에 관한 주장은 현재의 채무수준이 재정 감축과 구제금융만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과 독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재정 감축안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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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 침체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이 경우 국채의 대규모 상
환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채무위기가 거듭해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정치권에서 대두되
기 시작한 ‘질서있는 파산’이나 유럽통화기금(EMF)의 설립은 채무국의 채무에 대한 일률적인 재조
정(일명 haircut)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유럽각국의 납세자에게 부담이 돌아
가는 재정확대가 아닌 채권자들의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
리가 높은 상황이다. 요약하면 EFSF의 확대 방안이나 채무재조정에 관한 논의는 결국 ‘3재정통합’
과 ‘개별 책임론’간의 대립으로 지금까지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보여 온 전통적인 갈등구조의 재현
임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의 변화 중 어느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점은 어느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든지 현 제도의 결함을 보
완하되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유
럽통합의 흐름은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해 드러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되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전개되어 왔다.
유로존의 사례는 향후 동아시아의 통화통합 논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 동아시아
내 통화협력이 강화될 것은 자명하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제기되었던 아시아통화기금(AMF)
의 설립은 IMF와 미국의 반대와 당사국들의 의지와 역량부족으로 인해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오
늘날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유로존의 위기대응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역내 대응방안들이 적극 활
용되고 있으며 역외경제권과 IMF도 유럽의 역내 대응방안을 환영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IMF 내 의결권(quota)이 증가하는 등 대외적 입지가
크게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역내 통화협력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의 성립이 지난 30년 이상의 긴 과정을 거쳐 온 장고(長考)의 산물이다. EMS와 유로
화의 도입은 준비과정에서 국가간의 의견대립과 조정, 이에 대한 실물, 금융경제의 반응을 반복적
으로 거쳤음을 감안할때 가까운 시일 내에 동아시아에 통화 공동체가 설립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
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
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내 통화 공동체 논의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통화통합보다는 통
화·7금융협력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 유로화 도
입 이전의 EMS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유럽중앙 은행간의 협력 체제나 공동기금의 운영경험은 향
후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의 단일시장의 완성을
위해 추진된 역내금융시장의 통합안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금융당국 간의 협력 사례들은 동아
시아 금융협력을 위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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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기여
•동아시아 금융협력 및 통화통합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15 / 218쪽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강유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이철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오태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이현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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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러시아의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8년 메드베데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러시아는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보다 중시하면서, 극동지역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정부가 기존의 유라시아 대
륙을 뛰어넘어 유럽과 아태지역까지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유로-퍼시픽(Euro-Pacific) 전략
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국도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자 한다면 대륙 진출의 관문인 극동지역과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의 극동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을 위해 필요한 천연자원 개발 및 도입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러시아 정부가 이 지역의 개발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막대한 인프라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러
시아의 극동지역은 한국과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 간의 이상적 형태의 상
호보완성까지 갖추고 있어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러
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된 산업협력, 에너지자원 및 물류 개발 협력 등은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내
다볼 때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급변하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혀 한국
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여 경제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둘째, 그동안 주요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셋째, 한·러 수교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유망 경제협력 분야
를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함께 이를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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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
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
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
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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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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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
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
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
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
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
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
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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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
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
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
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
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
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책 기여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바람직한 대러 극동지역 한-러 수교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경제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협력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16 / 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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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건설 · 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남미 자원부국에서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움직임은 새로운 건설·플랜트사업 기회를 창출
하고 있다. 중남미 자원부국들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자원개발과 이를 통한 수출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멕시코, 페
루,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의 대표적인 자원부국들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미가
공 형태로 수출하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부가가치를 부여해 수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같
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
을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의 정유공장 건설, 베네수엘라 및 페루의 석
유화학공장 건설, 브라질의 조선산업 육성, 볼리비아의 리튬자원 산업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은 중남미 각국의 건설·플랜트 개발에 대한 막대한 수요에 힘입어 최근 중남미 건설·플
랜트 시장은 연평균 7%대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Global Insight는 2013년까지 중남미시장이 전 세계 건설·플랜트 시장 성장률(연평균 5.3%)을
크게 웃도는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겨냥해 그간 미미했던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
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남미시장 진출은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
심 및 이해 부족,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최근 6년간 우리 기업
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참여 비중은 연평균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
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
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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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
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
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
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
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
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
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플랜트 성장 전망(2008~20
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
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
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
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
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
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
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
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
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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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
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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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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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
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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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
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
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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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고 있지 못
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
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
라의 선제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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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특수를 발굴하
고 지원하는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정책 기여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SOC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17 / 297쪽

권기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김진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고희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허경신 |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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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아시아를 상대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중장기 통상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가져
야 하는지, 이를 바탕으로 FTA 정책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즉 개별 국가와의 FTA가 좋은
지, 남아시아 전체와의 FTA가 좋은지, 개별 국가와의 FTA도 어떤 나라와 언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등이 될 것이다.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대남아시아 중장기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점에서 필요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인도 CEPA 발효로 후속 FTA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로서는 브릭스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인도로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이다. 이로써 양국은 각
각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FTA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FTA 확산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와 일본 양국은 2011년 중 FTA 발효
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과의 FTA를 2007년 7월부터 발효시켰으며 최근 남아시아와 경
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통상 및 FTA 정책을 빨리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한·인도 CEPA 발효를 통해 확보된 남아시아에서의 FTA 선점효과를 유지 및 확대해나가야 할 때이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지속 추구하고 있는 ‘FTA 허브전략’과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실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한·EU, 한·ASEAN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 일단락된 시점에서 새로운 FTA정책 추진 로드맵이 필요한 때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실용외교와 기여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소위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
시아권 내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경제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금융위기, 기후변화, 국제개발
협력 등 범세계적 이슈 해결에도 아시아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FTA 정책은 한·싱가
포르 FTA(2006년 3월), 한·ASEAN FTA(2007년 6월),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이 추진되는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아시아 FTA 허

88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 2010년 주요 연구 |

브차원에서도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FTA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신흥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차원에서도 본 연구는 필요하다. 2008년 하반기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기급락현상을 겪으면서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지속성장하는 신흥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급속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는 새로운 신흥대국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남아시아의
최근 성장속도는 ASEAN보다 빨라 경제규모가 이미 ASEAN을 추월하였다. 2000년대 이후 4~7%대 성
장을 해온 남아시아 8개국의 2008년 기준 명목 GDP 규모는 1조 5,740억 달러로 ASEAN 10개국의 1조
5,140억 달러를 넘어섰다. 남아시아는 또한 ASEAN처럼 역내 경제통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가 2006년 출범하였다. 남아시아의 경제
통합 정도는 아직 미진하지만 인구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만큼 고속성장과 함께 세계 최대의 소비시
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남아시아 주요 4개국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2008
년 인구 규모만 해도 15.3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브릭스에
이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을 차세대 성장국가로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대남아시아 FTA 추진여건을 고찰하여 대남아시아 FTA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대남아시아 통상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확대차원에서 남아시아와의 FTA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선진통상국가 건설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FTA를 적극 추
진해오고 있다. 거대 선진경제권은 물론 차세대 거대경제권과의 FTA, 자원부국 및 전략적 지역거점
국가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남아시아와의 FTA는 차세대 거대경제권과의 FTA로서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발효된 한·인도 CEPA가 대남아시
아 FTA 확산을 위한 교두보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발효된 한·인도 CEPA의 효과 극
대화 또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에너지 및 자원 협력강화 차원에서는 먼저 원전건설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인도는 명
시적으로 2032년까지 6만 3,000MW 수준의 대규모 원전설비 확충을 계획해놓고, 관련 원자력 협력협정을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과이미 체결하였다. 또한 인도는 2010년 10월 일본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
담에서 조속한 원자력 협정 체결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화력 및
수력 발전소 건설 수주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벵골만을 중심으로한 가스전 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
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협력사업들은 비단 인도,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남아시아국가 모두가 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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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남아시아에 풍부한 철광석, 석탄, 동 등 자원개발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강화 차원에서도 남아시아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특히 인도는 2020년
까지 2만MW 수준의 태양에너지 확보계획을 2008년에 수립하였다. 이미 이 사업에 국제개발기구는
물론 많은 외국계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풍력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력과 풍
부한 현장운영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국가 모두 지속성장이 가능한 조
건으로 에너지의 확충, 그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충사업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직결되어 있고, 남아시아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여서 최
근 SAARC 차원에서도 공동대응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부문이다.
양자 및 다자 통상협력 강화차원에서는 우선 인도와의 통상협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인도가
거대 신흥대국으로 2040년경 중국, 미국과 함께 G3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것이 자명한 만
큼 대인도 통상협력 강화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SEAN 이상의 성장잠
재력을 갖고 있는 남아시아의 지역협력체인 SAARC 및 경제통합체인 SAFTA와의 협력 강화에도 보
다 많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투자통상 진흥 차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남아시아 진출 지원을 무엇보다도 강화해야 할 것이
다. 남아시아는 성장잠재력에 비해 산업구조가 낙후되어 한·남아시아 산업간 및 산업내 교역이 아
직 한정적이다.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타개해나가야 한다. 특히 남
아시아는 아직 우리 기업들에 생소한 만큼 이 국가들 및 지역들에 대한 다양한 경제통상정보를 기업
들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는 공간적 규모가 워낙 크고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갖고 있어 보
다 세분화된 권역별, 주별 경제통상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아시아와의 개발협력사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도를 제외한 남아시아 모든 국
가가 우리나라의 주요 개발협력대상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개발협력은 앞서 언급한
대남아시아 통상정책의 목표 및 방향과 연계한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투자통상 진
흥과 연계한 개발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 및 공단 개발, 산업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무역원활화 지원 등을 우선지원분야로 선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책 기여
•정부의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수립
및 전략 마련에 기여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19 /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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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주요국에서 최근 도입된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
악한 후, 한국의 수출업체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또는 대응전략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2009 외국의 통상환경(2009), 미
국의 무역장벽 보고서(USTR 2010), 아세안이 자체 보고한 비관세조치 내용 이외에도 KOTRA(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의 각 국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통계자료(예: UNCTAD TRAINS, Global Trade
Alert 등)에 수록된 최근 비관세장벽 자료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추정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는 한·아세안 FTA 체
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별 국가와의 FTA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선정과정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업체 및 협회를 통하여 실
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관세장벽과 관련
된 정부 정책 도입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및 시사점
전반적으로 ASEAN 주요국이 최근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Bown(2010)이 조사한 것처럼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이전보다 약1.3~1.9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에서
도 알 수 있다. 또한 TBT와 같은 기술규제가 ASEAN의 비관세장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도네시아처럼 기업
들에게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다만,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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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게 전달되도록 홍
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MOU 등을 전략
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와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과 HS코드의 자의적인 분류와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관세장벽도 기업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통관의 경우, ASEAN은 2015년까지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라는 제도를 통하여 통관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후 해당 정
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데, 말레이시
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
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 상당치를 보여주고 있으
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각국의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하여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를 구축(Database)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각
품목별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주요 수출품
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조사하는 정부 관점에서 수집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수출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현재 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외국의 통
상환경과 같은 자료의 지속적인 발간을 포함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별로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연구자들에게도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국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SEAN은 2006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중소기업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 되
었지만, 주력 수출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관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즉, 최근 다
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ASEAN의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
한 품목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연간 1~2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비관세장벽 철폐를 해결하
기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전략적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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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는 ASEAN 10개국 대표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국별로 상이한 비관
세장벽을 의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관세장벽 중 특히 TBT 해결을 위한 상호인정협정(MRA)
의 경우 국가간 차별적인 전략을 마련한 후 양자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정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필요시 개별 국가간 FTA 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비관
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비관세장벽
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TBT와 SPS와 같이 그 목적과 필요성
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필요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
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비관세장벽을 도입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에는 제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수출을 통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하겠다. 최근, UNCTAD는 한국의 SPS와 TBT
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
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다. 즉, 이제는 한국도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정책 기여
•한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정책 마련에 유용한 정보 제공
•한국의 관련수출업계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20 / 195쪽

김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손기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이재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백유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93

| 2010년 주요 연구 |

한국의 對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동안 우리는 아프리카 환경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의 영세성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에 앞서 아
프리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개발협력의 잠재성이 과소평가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분야의 개발원조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정책목표 또는 전략의 수립 없이 단기적인 형태로 개발원조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가지의 환경문제 해결 노하우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협력의 잠재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위생적인 식수 공급만으로도 영아사
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설사와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을 감소시켜 국민 보건위생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협력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가 전혀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논의들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방향 정도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와 앞으로 예상되는 정책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이라고 생
각된다. 우리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를 뛰어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자
연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경 악화에 따른 영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환경문제
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협력에 있어 기본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분야를 도
출하고자 한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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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더욱이 다른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
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
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
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
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
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
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
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
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
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
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
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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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
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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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
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
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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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하게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
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
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
만 전력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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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
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
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
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 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
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
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
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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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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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
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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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
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
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
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
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
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
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
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
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
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
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
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
지할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
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
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
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
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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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
반에 대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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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정책 기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추진방향 제시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21 / 368쪽

▶ 연구진
박영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장
한바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김민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전혜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주진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핵개발·보유국이었으나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핵을 포기한 남아
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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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이들 세 나라가 핵을 포기하게 된 동기와 국제사회의 경제지원과의 관계를 집중 분석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이 북핵문제 해결에 주요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면, 한국정부는 어
떻게 효율적이고 성공적이며 안정된 경제지원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대로 대북 경제지원이 북핵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주요 방안이 아니라면, 북핵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과 방안들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
결론 및 시사점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북한의 체제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국제사
회의 노력 요청 △북한에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경각심을 꾸준히 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
북 경제제재 필요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시도
포기시 국제사회의 개입방안 마련필요. 둘째,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우
크라이나 사례가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고, 남아공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유도 방안 마련 △북한의 특수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제재 준비 및 추진 △북한의 핵
포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방안 마련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전개 △중국과의 협력체계강화 △한국정부의 북핵문제 심각
성 인식 및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 넷째,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대북한 경제지원은 국제사회와 북한이 일정수준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북핵문제를 푸는 주요 열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
정책 기여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 가능성 증대
•북한 개발을 통한 남북경제력 격차 해소 및 경제통합 가능성 증대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24 / 232쪽

조명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지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홍익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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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복지제도 구축에 집중된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가능성을 모색
하는 시각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주요국의 성장전략을 살펴본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의 저
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의 정책대응에 초점을 맞춰 이를 위한 벤치마크 대상으로
서 해외 사례를 다루다 보니 다분히 우리나라의 관심사에 맞춰 단편적으로 해외사례를 이해하는 경
향이 강했다. 그러나 해외 각국은 경제 시스템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ㆍ문화적 토양도 상이하므로 해
외사례 분석 시에는 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연구의 시각에서 주요국(영
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구조와 특성에 주목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한
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둘러싼 주요현안과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분석한다.

●
결론 및 시사점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전략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주요국이 저출
산ㆍ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떠한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본
을 제외하고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명시적인 성장전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오히려 가족정책, 노동정책, 이민정책, 재정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
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성장전략인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으
나 이는 그간의 많은 출산대책의 성과미약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재정악화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성
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배태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
여 별도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각 부문별 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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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정책설계 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바, 이를 몇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보면, 포괄적 정책목표 수립과 환경변화에의 대응 필요성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청년노동과
고령노동 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진의 인터뷰에 응했던 프랑스의 한
전문가는 특정 연령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고용 전체의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고용정책이 청년, 여성, 고령자 간에
분절되어 상호 대체관계를 띠게 하는 것보다는 총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1970년대 여성고용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이
저하되자 일ㆍ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2차 저출산ㆍ고령화 계획이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을 저소득 가정에서 맞벌이 등 일하
는 가정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추진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안정적인 출산율을 자
랑하는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출산율 제고의 핵심요소는 일ㆍ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중핵으로 하
는 적극적인 가족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Sleebos(2003), 은기수 외(2005)에 따르면 이것
이 출산율 제고의 핵심이라는 점은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 나
아가 일ㆍ가정 양립은 여성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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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일ㆍ가정
양립의 일상화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이 여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
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반이 축적된 이후 3차 계획 추진 시 시도해 볼 만 하다.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의 중요성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
은 이유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벽이 높아 후자에서 전자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프
랑스의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라는 요소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장래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안정성의 중요성을 강
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불
가피하나 이는 국가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양태와 정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이 가장 유연하고 최근에는 안정성도 추구하는 추세이며, 네덜란드
는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유연성은 강화된 반면 안정성
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2차 저출산ㆍ고령화계획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노동시장에서의 유
연성 제고나 안정성 강화가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거나 역으로 이들의 처우개선에 집중되는 등 비
정규직에만 국한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정규직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의 보호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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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 추구함으로써 양자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 비용은 국가나 기업에 전가되어 조세부담
이 증가하는 국민이나 기업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시장의 활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 저출산ㆍ고령화 2차 계획이 기업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듯하자 이미 기업들
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강력한
이행수단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지 않으면 각종 정책 프로그램들의 실현 가능성은 높
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협력을 염두에 둔 미시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첫째, 연공서열임금의 부분적 시정 등 고령화시
대에 조응하는 고용임금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노사정간 대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
이므로 장기 로드맵이 요청될 수 있다. 둘째, 저출산ㆍ고령화 시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시하는 영국 방식과 강제성이 있는 규제를 중시하는 프랑스 방
식 중 어느 것이 유효할지를 둘러싼 상벌체계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고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이민의 필요성
을 강조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적어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최근 흐름을
감안할 때 우리 또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민자 증대에 따른 사
회통합비용을 고려하여 고급인력 위주의 선별적 이민정책으로 선회하였다는 점은 우리의 이민정책
도입 시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계적으로 이민자보다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정책에 집
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이들의 노동시장유입 촉진을 위해
서는 언어교육 등의 사회통합정책과 보육지원이 요청된다.
일본과 같이 FTA를 통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인력유입의 효과도 검토해 봄 직하다. 일본의 경우 인
도네시아와 필리핀에 국한시켜 소수의 간호사 및 간병인 등을 유입하는 데 그쳐 상대국으로부터 불
만을 사기도 하였으나, 인력유입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접근방식 자체를 비판하기
는 어렵다.
세종시를 ‘일ㆍ가정 양립 모델도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20개 소속기관 그리고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이전
될 예정이다. 이전대상자 중에는 기혼여성도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중 아직 자녀가 영유아인 대다
수는 현재 거주지 인근의 양가부모나 사설 도우미의 지원으로 버겁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의 건설계획에는 유치원 이상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만 확정되어 있을
뿐 여성근무자들의 원활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전무하여, 이들에 대한 대
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애초 예정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사업을 확대하여 세종시를 대상으로 일ㆍ가정 양
립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일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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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양립 모델도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일ㆍ가정 양립은 한두 가지 사업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사업이 중층적으로 배치되고 상호 연계되어야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소규모의 철저한 계획도시인 세종시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는 관련 대책
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국 규모의 시범추진 이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도 보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 번째 시사점은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
가 분석한 네 건의 사례 모두 고령화 관련 지출증대가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금 및 의료
보험 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지대했던 연유로
재정악화가 심각해져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며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점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은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상당한 재정수요
가 불가피하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의 급변시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여타
국에 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재정여력 확보가 더욱 긴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차 저출산ㆍ고령화계획에 계획대비 4.7%가 증가한 총 42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
였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예산배분에 조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그 범위와 깊이 측
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이다. 저출산 대책이 대규모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투명
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이 늦게나마 2차 저출산ㆍ고령화계획에
서 지적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며 추후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 기여
•저출산·고령화를 맞은 주요국과 한국의 협력방안 모색 및 우리의 대응방안 수립에 시사점 제공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25 / 355쪽

김양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연구위원
강유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손기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김은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이현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103

| 2010년 주요 연구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MDB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
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
이의 중재자로서뿐만 아니라 G20에 속해 있지 않은 다수의 최빈개도국과 약소국을 지원하여 우리나
라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 및 추진 체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지원 대상 기관
은 무려 80여 개에 달하는데, 2008년 DAC의 특별동료평가가 권고한 바와 같이 다자원조에 관한 종
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MDB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
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지정기여는 양자
원조와의 상호보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었다. 또한 MDB 신탁기금을 활용
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협조융자를 통해 선진원조기법을 전수받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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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
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
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양자원조와의 상호보완성 제고를 위해 다자원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다자
기구를 통한 지원 방식인 지정기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예산제약을 감안하여 다자원조 규
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양자원조 중의 일정 부분을 지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방향
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구별 비지정기여에 관한 통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추후 이
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비지정기여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분석을 통해 다자기구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각국의 방식
들을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에 있어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자
기구 비지정기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MOPAN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긴 하였으나, 다
자기구의 의사결정 조직에 직접 참여하여 기구를 평가하는 방안과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목표를 추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
정책 기여
•다자원조의 정책적 방향성 및 전략 수립을 통해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
극 동참하는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

▶ 연구진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26 / 195쪽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권 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장
한바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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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의 투자 증진,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양국간 경제관
계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터키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품관세의 양허만이 아니라 비관
세장벽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양국간 관계 증
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진 정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팀 연구위원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 부연구위원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10-01 / 117쪽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개혁은 새로운 농업 형태의 설립과 토지 개혁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농업형태는 농
장의 주식회사화, 자영농과 개인 부업농 등이며, 토지 개혁은 국영, 집단 농장 소유 토지의 분할과 분배, 자영농
에 대한 토지 분배, 토지 임대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의 농업 투자나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과 열악한 투자 조건이 원인이었으며, 한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 협력 의지가 부족했
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정부차원의 농업 조사단 파견 등
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진 조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초청연구원
이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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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WTO 회원국들의 무역상 기술장벽(TBT)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TBT와 무역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여, TBT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향 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 기
대한 바와 같이 TBT는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로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TBT와 무역 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특히 선진국에서, 그리고 2004년 이후에 더 심화되어 온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수보다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급증하
고 있는 각국의 TBT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교역대상국의 TBT에 대
한 심층적 조사, TBT 전문가 집단 양성, 국내 TBT 질의처 일원화, 적극적인 국제표준 선점이 필요하다.
▶ 연구진 장용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남호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연구자료 10-03 / 74쪽

●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 방안
세계 10대 광물자원국이자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최근 새롭게 조명되면서 몽
골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개발에 힘입어 머지않아 연 10~2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을 4배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한·몽 경제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몽골의 전략
환경, 경제구조 및 국가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한·몽 유망
경제협력 분야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이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두게르 간바타르 몽골 칭기즈칸대학교 경제경영학과장

연구자료 10-04 / 196쪽

●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매력은 플랜트 수주를 한국의 자원개발과 결합할 수 있는 패키지전략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다각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
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부문을 파악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
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연구진 윤성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초청연구원

연구자료 10-05 /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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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
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
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변화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정치 및 경제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정치 및 경제 변화, 특히 은행, 노동법, 부패척결을 개관하면서 우리나
라의 정부와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 연구진 손기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백유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연구자료 10-06 / 98쪽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
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
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
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개발 모델에 기후변화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질적인 측면의 부담(기후 ODA)과
유엔 협약에 의해 개도국 지원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양적 부담(기후 재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
구는 기후 ODA와 기후 재원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른바 녹색 ODA 확대 계획을 수
립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연구진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박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연구원

연구자료 10-07 / 80쪽

●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대륙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빈
곤상태에 빠져 있다. 아프리카의 전력부족 문제는 단순히 산업적 영역을 뛰어넘어 보건, 교육 등 사회 전 분야
에 걸쳐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발전소 건설 등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단기간 내에 전력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가장 큰 의의는 심각한 전
력난 해소에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인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1차 에너지원으로서 전력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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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밀도가 낮고 제반 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아프리카의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으로까지 송배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해당지역에서 에너지를 생
산하고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다.
▶ 연구진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ㆍ중동팀장
허윤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ㆍ중동팀 연구원

연구자료 10-08 / 106쪽

●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녹색원조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적인 측면을 주요 의제화하여개도국의 노동시장
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원조 사업의 실행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개도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정리하고, 녹색원조 사업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및 규제를 변화시켜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
킨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한다.
▶ 연구진 한바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ㆍ중동팀 부연구위원
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ㆍ중동팀 연구원

연구자료 10-09 / 96쪽

●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최근 중국의 원조규모가 확대되면서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원조를 확대해왔고 최근에는 수출 진흥, 투
자 확대, 에너지 확보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원조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함께 신흥원조
국으로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ODA 정책규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글로벌 원조체
제에 있어 중국의 등장은 기존 선진국으로 대표되던 원조주체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
운 변화를 낳고 있다.
▶ 연구진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장
박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연구원

연구자료 10-10 / 104쪽

●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에티오피아
최근 아프리카 경제의 낙관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아프리카는 자원 확보 등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
제무대의 지지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 및 개발협력 역량을 감
안할 때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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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개국(가나·민주콩고·남아공·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유망분야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ㆍ중동팀장
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ㆍ중동팀 연구원
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ㆍ중동팀 연구원

연구자료 10-11 / 130쪽

● 아시아·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아시아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
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 FTA
혹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협정은 한국과 중국 간 FTA로 가기 위한 징검
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ㆍ태 무역협정 제3차
라운드의 이행 현황과 함께 한국 및 중국의 수입에서 APTA 활용률과 적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팀장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연구원

연구자료 10-12 / 100쪽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
정 연구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고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인도네시아
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이 관심 있는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철강
제품 시장을 고려하게 되는데, 해당 국가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의 탄성치에 따라 유사한 비관세조치를 취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연구진 김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10-13 / 98쪽

●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중 FTA 협상 개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시 인도의 요구로 인력이동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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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에서도 중국의 개방 요구가 예상되므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DDA, APEC,
기체결 FTA 등 통상협상에서의 인력이동 분야의 모든 양허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 인력이
동 분야의 FTA 협상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선진국이면서 인력이동 협상에서 특
이점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중 FTA 인력이동 시 중국이 개방을 요구할 것
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개방 수준을 제시하였고, 자국의 수요와 기존의 이민정책을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는 뉴
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한-중 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여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10-14 / 110쪽

●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민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부진한 상태이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에 부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
스산업의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반 여건과 문제
점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10-15 / 126쪽

●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
고 추진되는 정부 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2005년 TRADP 참여국들은 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협력범위를 한
국의 강원도 및 부산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GTI 체제로 전환하였다. GTI 사업은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하면서 활성화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GTI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GTI 대상
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 후, GT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진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지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연구자료 10-16 /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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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 내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
로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
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 연구진 조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연구자료 10-17 / 300쪽
강명구 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계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한칠 법무법인 화우 타쉬켄트사무소 소장 | 성원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이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 6개 국가의 에너지 관련 플랜트산업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
가별 맞춤형 참여전략과 대전략을 도출하였다. 발전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
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발전 분야 협력을 통해 자원개발과 시장성이라는 문제를 동시
에 해결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에너지 관련 플랜트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은 이
지역 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모델을 만들어나갈 수도 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는 ODA형 발전플랜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에너지 관련 발전플랜트가 활성화될
경우, 송배전, 전력 컨설팅, 중전기 등 관련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유망한 신재생 에
너지시장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분야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진 윤성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창권 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변현섭 롯데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성훈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과장 | 장세진 한국수자원공사 해외기획처 차장
주진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최 호 아제르바이잔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객원교수

연구자료 10-18 / 312쪽

●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 권력 엘리트의 특징, 형성
과정 및 작동 원리와 더불어 소수민족인 고려인 엘리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체제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전통과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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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인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혼재되어 작동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엘리트의
위상은 과거와 달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권력 엘리
트와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고려인 엘리트의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박상남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김석환 주성대 부총장 겸 국제개발전략연구소장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연구자료 10-19 / 194쪽

●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한국, 한국사회, 한국인 그리고 한국기업과 한
국제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어떤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하기 바라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이미지 조사이다. 조사 결과, 중앙아시아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는 한
국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선호하고 있으며, 사람간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조사
연구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장기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윤성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건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원 | 장원봉 한국성공회대학교 교수

연구자료 10-20 / 258쪽

●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
석을 통해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를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
의 역량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의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로 거버넌스,
산업화를 위한 제반 역량 강화, 빈곤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의 원조체제하에서 개발경험 공유사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
선방향을 사례와 함께 제시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 연구진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유철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이호생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홍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자료 10-21 /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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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정치·문화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0
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 변동, 대외정책 변화, 중국과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불교 미
술, 고려인 문화 등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
니다.
▶ 연구진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 신범식 서울대학교 | 김재관 전남대학교
연구자료 10-22 / 510쪽
주장환 한신대학교 | 주용식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겸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원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현승수 한양대학교
김상현 한양대학교 | 김 혁 고려대학교 | 민병훈 국립중앙박물관 |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 중앙아시아: 경제·자원·과학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0
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 변동, 대외정책 변화, 중국과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불교 미
술, 고려인 문화 등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
니다.
▶ 연구진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자료 10-23 / 318쪽
무이노프 D.A.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예측연구소 | 비케예바 E.R.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예측연구소
타가예프 B. 우즈베키스탄 사회조사연구소 | 아르지예바 A.K. 키르기스스탄 경제연구소
김동환 남호주대학교 |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현성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보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
라루스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
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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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향후 벨라루스 경제 성장의
주요 잠재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진 황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연구자료 10-24 / 58쪽

●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성과와 변천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기업 정책을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개혁 배
경과 목적, 공기업 개혁의 시기별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 총 5개 부문으로 요
약ㆍ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배구조 측면에서 3국간의 차이가 분명하
게 나타났는데, 중국은 집중화 모델(Central Model), 일본은 분권화 모델(Sector Model), 한국은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지배체계(Dual Model)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은 효율적인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분권화 모형(Sector Model)에 기초한 민영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OECD 지침에 따른 경영자율
권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한국의 대중투자 활성화 및 다양화의 주요한 기
회로 활용하는 한편, 일본의 사례를 통해 향후 민영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하여 사전연구
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흥식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자료 10-61 /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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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에 적합한 대
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연구를 수행
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성과로서, 먼저 아시아 시대에 인도가 추진하는 강대국 전략을 폭넓게
조망하였다. 이어서 19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인도의 중산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와 함께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치관계 변화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정
책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연구진 라윤도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이옥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부교수
유태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대학 교수

연구자료 10-25 / 302쪽

●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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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동
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
들을 분석하였다.
▶ 연구진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장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조흥국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120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연구자료 10-26 / 320쪽

| 2010년 주요 연구 |

●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
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50년간 경제협력의 성
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 간의 FTA 협상 재개와 전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하였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와 중국과의 경
제협력 관계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연구진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연구자료 10-27 / 364쪽
김원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장 | 이성형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교수
김종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최근 인도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
점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인도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진출 기본환경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환
경, 소비환경, 정책적 환경, 진출 위험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4권의 보고서는 인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며, 각 권역에 포함되는 총 20개의 주요 주들에 대한 진출환
경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및 인도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도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진 김봉훈 맥스틴인도자문(주) 대표이사 | 이건준 맥스틴인도자문(주) 이사
최진규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 정은경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변정민 맥스틴인도자문(주) 컨설턴트 | Ahmad Ishaque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연구자료 10-28 / 262쪽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최근 인도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인도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차이
가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진출 기본환경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환경, 소비환경, 정책적 환
경, 진출 위험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4권의 보고서는 인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4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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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한 것이며, 각 권역에 포함되는 총 20개의 주요 주들에 대한 진출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
구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및 인도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질
적인 인도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진 김봉훈 맥스틴인도자문(주) 대표이사 | 이건준 맥스틴인도자문(주) 이사
최진규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 정은경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변정민 맥스틴인도자문(주) 컨설턴트 | Ahmad Ishaque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연구자료 10-29 / 186쪽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최근 인도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인도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차이
가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진출 기본환경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환경, 소비환경, 정책적 환
경, 진출 위험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4권의 보고서는 인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4개 권역
으로 구분한 것이며, 각 권역에 포함되는 총 20개의 주요 주들에 대한 진출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
구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및 인도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질
적인 인도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진 김봉훈 맥스틴인도자문(주) 대표이사 | 이건준 맥스틴인도자문(주) 이사
최진규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 정은경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변정민 맥스틴인도자문(주) 컨설턴트 | Ahmad Ishaque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연구자료 10-30 / 274쪽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최근 인도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인도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차이
가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진출 기본환경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환경, 소비환경, 정책적 환
경, 진출 위험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4권의 보고서는 인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4개 권역
으로 구분한 것이며, 각 권역에 포함되는 총 20개의 주요 주들에 대한 진출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
구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및 인도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질
적인 인도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진 김봉훈 맥스틴인도자문(주) 대표이사 | 이건준 맥스틴인도자문(주) 이사
최진규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 정은경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변정민 맥스틴인도자문(주) 컨설턴트 | Ahmad Ishaque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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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동남아 자동차산업은 초기부터 참여한 일본 업체들의 주도하에 역내 부품 협력 단계를 거쳐 완성차 생산 및 수
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 자동차시장은 아직 작은 규모이나 중심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가 자동차 대중화 시기를 앞두고 있어 미래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
출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별 진출 여건을 종합 비교한 결과, 중단기적으로는 태국,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
아가 완성차 진출 거점으로 가장 유망하며, 필리핀과 베트남은 부품 진출 거점으로 유망하다. 다만, 동남아 지
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현재 어려운 입장이므로 당분간은 기존 공장의 생산체제 정비에 주력하고, 장기적으
로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한 생산 기반 확대가 바람직하다.
▶ 연구진 이성신 ㈜비엠알컨설팅 대표이사
박원장 ㈜비엠알컨설팅 자동차산업연구센터 고문

연구자료 10-32 / 164쪽

●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비롯한 국제경제 급변, 자연 재해, 국내 경제, 사회적 불안에도 불
구하고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IT 부문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왔다. 동남아 국가들
의 IT 발전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이동통신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동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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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들의 인식은 매우 높으며, 한국의 IT 발전
경험 및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적절한 지원으로 IT 기업의 동남아 및 해외진출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진 강인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선임연구위원
김태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부연구위원
홍승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10-31 / 304쪽

●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1997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는 동남아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산업의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태국
과 인도네시아는 IMF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 정책과 고정환율제를 실시하며 자발적인 금
융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독 및 규제체제를 정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적으로 우리와 깊은 연관 관계
를 가지고 있으나, 금융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하였던 동남아국가들의 금융산업에 대해 연구함으
로써 이 국가들의 금융개혁 과정과 금융산업 현황 등을 살펴보고 금융부문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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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연구진 정계룡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
손승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아시아팀장
이진경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이세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연구자료 10-34 / 194쪽

●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의료관광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약진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기술 수준에서 선진
국을 빠르게 캐치업(catch-up)하는 한편 미국보다 70~90% 낮은 가격에 비슷한 내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전 세계로부터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인다. 이들은‘질 좋고 적당한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신뢰
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남아의 경험을 볼 때 한국은 국내 거주외국인이나 의
료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및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신뢰도와 고객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대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제화된 의료인력을 많이 늘려야 한다. 쿼터제
를 통해 외국면허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점진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자료 10-35 / 136쪽

●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 모색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접하였으나 정보가 미축적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어떤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유
망하며,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고, 기존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운데 관련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 분석함으로써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석탄액화가스화 기술, 수력발전, 바이오매스 발
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기술 분야에서 기술협력 가능성이 높았고,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 차원에서 동남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APEC, ASEAN+3와 같은 국제협력사업에서 동남아와 우리나라
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프로그램에 산재된 정보를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해외자원개발법
과 관세완화정책에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보람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구자료 10-36 / 158쪽

● 한·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한국은 OECD/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ODA 지원 규모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미는
한국의 ODA 지원 대상지역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 온 지역이다. 최근 경제적·외교적인 측면
에서 중미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의 ODA 지원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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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고 수원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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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
램 운영,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지원 등으로 사업분야 다변화, 국별 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통합
형 인력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홍보 및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연구진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구경모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김유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박종욱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연구자료 10-37 / 180쪽

●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중미는 한국 봉제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을 향한 우회수출기지라는 친숙한 이미지를 지닌 지역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미의 지정학적 이점이나 효자시장이라는 수직적이고 일방적 편익의 시각을 떠나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시선으로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중미보다 앞서 빈곤퇴치에 성공한 선발개도국으
로서 본 연구는 이들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한국의 이익도 증대시키기 위한 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미와 보다 성숙되고 윈-윈 하는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번쯤 염두에 두어야 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연구진 문남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부학장
우제량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초빙연구원

연구자료 10-38 / 186쪽

●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중미는 오늘날 경제 전 부문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자생적인 IT 산업이 미약하고 독자적인 IT 개
발프로그램을 추진할 여력도 부족하지만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미의 IT 당
면과제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보존 및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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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출 내지 성공사례, 중미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프로젝트 - 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 최윤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강사 겸 스페인라틴문화비즈센터 소장

연구자료 10-39 / 150쪽

●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중미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어서 기본적인 환경서비스와 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 즉,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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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협력은 한·중미 녹색산업 협력분야 가운데 협력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인해 강우
량, 식물 바이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열 및 풍력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곧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중미 국가들은 평균 5.2%
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까운 미래 10년 동안에도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구진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손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초빙연구원

연구자료 10-40 / 172쪽

●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 연구(Ⅰ) :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아세안 개도국 중 하나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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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 프로그램
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공무원 시범교육이 1회로 그치지 않고 환경공무원 정규교육과정 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 확보, 교육기간 연장,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
정 확립, 장기적으로 환경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자격제도 및 교육의무규정 확립 등이 필요하다.
▶ 연구진 김광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녹색전략연구센터 센터장
박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 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료 10-41 / 160쪽

●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우리나라 ODA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DAC 회원국 가입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최근 대외환경 변화와 함께 원조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ODA 사업의 추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DA 정책기조와 해외원조기관의 원조 동향을
파악하여 효율적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교통인프라 진단을
통한 교통인프라 원조에 대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교통 인프라 ODA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조사분석사업단 연구위원
연구자료 10-42 / 262쪽
박지형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조사분석사업단 연구위원 | 이동민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종신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조사분석사업단 연구원 | 주유형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조사분석사업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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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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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하였다. 둘째, 동부 인도 진출 시 토지수용 저항으로 추진이 쉽지 않고, 그 배경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출
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역학 관계 및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및
이해한 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부 인도는 현재 구조적으로 빈곤을 탈피하
고 있지 못하지만 풍부한 인력과 자원, 최근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 추진 등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자료 10-43 / 128쪽

●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본 연구는 인도인의 공동체의식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기반 위에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
한다. 이를 위해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 형성과 발전과정을 그리고 3장에서는 인도의
가족공동체, 상인공동체, 빤짜야뜨와 촌락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인도의 대표적인 공동체 유형과 그 특징에 대
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도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원공동체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변화된 모
습 및 IT 혁명과 더불어 인도에서 새로이 생성되고 있는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추이와 성격을 규명하였
다. 이 보고서는 인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그리고 기업이나 관련 기관의 대인도 사업교류 및 문화전략 수립
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최종찬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 | 고홍근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
연구자료 10-44 / 184쪽
구하원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중앙유라시아 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 박금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명무 한양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이은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
이춘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본 연구는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1990년대 이후 점
차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 경제개혁은 외형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그 진행
과정과 내부사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주도의 발전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모델의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의 정책 레짐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고도로 분권화된 정치시스템과 다층화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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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조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일관된 정책추진이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하고 다
수 빈민계층의 정치세력화로 인해 성장에 따른 분배의 문제가 항상 핵심적인 정책논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최근 인도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
장과 분배, 강한 정부와 작은 정부, 국가통제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두 개의 축을 오고가는 진동추와 같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정책변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연구진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정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부교수
조영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BK21아시아행정학허브사업단

연구자료 10-45 / 156쪽

● 인도인은 누구인가?: 요가샤스뜨라로 본 그들의 정신세계
인도인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적 정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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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인도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는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인도사회에서는 전통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
고 가족, 나아가 소속공동체에 대한 충성도가 발견된다. 이 점은 인도인에 대한 원천적인 인식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 책은 인도에 진출할 기업들, 그리고 협력관계를 원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인도인의 정신세계
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 연구진 김순금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김미경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요가학과 초빙교수

연구자료 10-46 / 96쪽

● 인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인도의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책적 제안은 기존의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와 달리 경제적·사회
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인도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 및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정책관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도 내 경제특구 현황
에 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도인의 관점에서 경제특구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현지에서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과 해석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세미나 결과
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 이규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경영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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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경영학부
허 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경영학부

●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21세기 인도의 부상에 주목하여 외교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인도가 직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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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인도 부상의 원동력을 확인하고 국가 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소프
트 파워 과제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
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이후 구체화된 한국의 신아시아정책에 기초하여 양국의 외교협력 방안을 고찰한 후,
경제, 안보, 민간 세 분야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부교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연구자료 10-48 / 164쪽

●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본서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립박물관과 국가기념물에 초점을 두고 동남아 국가들의 국가정체성 성격을
규명하였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역, 투자통계 등 계량적 지표들을 통한 건
조한 접근을 넘어서서 역사적 배경, 문화적 기반, 이념적 기초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문화적 공간과 이를 마련해준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박물관이야말로 국가 문화 프로젝트의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각국의 국
가정체성이 박물관과 기념물을 통해 국민에게 내면화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작업은 동남아의 과거
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진 신윤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소장
강희정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 김은영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송승원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 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최호림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 이한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연구자료 10-49 / 238쪽

●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 태국의 남부 국경지역, 필리핀의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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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 내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의 역사적 연원과 전개과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러
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실적으로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는 해당 국가의 국내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평
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체인 아세안은 이들 국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약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하고,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
의 과거 역사를 통해 내재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세안 차원의, 혹은 이들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 같
은 제3자의 적극적인 중재나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 연구진 이동윤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영일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구자료 10-50 / 100쪽

● ASEAN 후발3개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
에 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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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과
정이다. 본 연구는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핵심과 한국의 협력방향을 제시한다.
▶ 연구진 유재원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홍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유철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이호생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자료 10-51 / 224쪽

●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
와 협동방안 연구
본 연구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CLV)을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
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보고서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자원 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 초점
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LV의 교육부문에 대한 한국의 ODA는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을 위한 공공부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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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수원국·공여국 양자간 또는 공여국 다자간 협력체
제 구축을 통한 ODA 관리체계 강화 등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130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 2010년 주요 연구 |

▶ 연구진 박인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국제대학원장 겸 국제학부장
연구자료 10-52 / 176쪽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정미경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김태형 유엔에스캅 경제업무담당관 | 신경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전공 석사과정원

● 마약, 조직범죄, 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초국가적 위협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의 지속적인 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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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 중 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해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개별적 대응과 함께 양자적·다자적 대응현황을 검토하였다. 지역적 협력방안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동북아와 한국에 주는 함의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전략
을 뒷받침하고,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연구진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 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박균열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조홍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연구자료 10-53 / 240쪽

● 아세안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연구: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아세안지역의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현
황과 더불어 이들 국가의 과학기술 ODA에 대한 국제협력 수요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시도되지 못한 과학기술 ODA 협력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분석 방법론의
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신규 분석틀은 1) 지속가능 발전 이슈와 현황,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 2) 해당 국
가의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평가, 3)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해당 국가의 ODA 수요
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파악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전문가 인터뷰 및 문헌조사, 계량지표 등을 통해 분석하는 틀
을 제시하였으며, 협력수요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 연구진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정태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김원준 KAIST Innovation학부 조교수

연구자료 10-54 / 274쪽

● 대(對)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본 연구는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최빈국 캄보디아에 대한 ODA 관련 현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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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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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하여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개발에 활용한다. 또한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현황 분석과 캄보디아
현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수원국인 캄보디아의 국가개발 전략에 부응하고,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을 위한 효과적 원조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손혁상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유현석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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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전략
2010년 11월 7일 미얀마는 20년 만에 총선을 실시했다. 이번 총선은 군부가 민간으로 변신한 요식행위이자 군
부와 정부에 의해 주도된 관권선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그러나 군부가 정치사회를 배타적으로 독점했던
근대 정치사를 배경으로 볼 때 이번 총선은 진일보한 변화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미얀마 총
선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정부의 성격과 정치 및 경제개혁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이 현황과 향방을 전망하고, 외교적으로 주요국의 대미
얀마 정책변화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현지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연구진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연구자료 10-56 / 232쪽

●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국가를 중심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한국의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 가능성 타진은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중남미지역
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MBA)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산업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원전산업의 대
중남미 진출방향을 정책적으로 고찰한 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대상 MBA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원자력 산업현황을 심도 있게 추적해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원전산업의 정책적 변천과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해답을 구하였다. 또한 향후 한국
의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변수들, 예를 들어 기술 자립성, 금융투자 재원, 원자력법과 원자
력 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관점, 연료주기, 그리고 원전산업과 관련된 해외지역과의 국제협력 등을 분
석대상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장점은 향후 양 지역간 원전산업 협력을 위한 실질
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SWOT 분석을 전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 가능성과 이해를 넓
히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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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점사업단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손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초빙연구원

연구자료 10-57 / 292쪽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문제: 현황과 과제
본 연구는 에너지와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분석의 칼날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 지
역민의 인식수준이 급격이 신장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정부 또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자원개발의 선결과
제로 인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보호론자들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다면, 라틴아메리카 정부와 외국 투자자들은 자원개발과정에서 지역민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
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자원과 환경문제 현황을 개괄하고, 자원개발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문
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정책입안자와 민간기업 모두에 이 지역의 자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진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연구자료 10-58 / 330쪽
김기현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부교수 |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홍욱헌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광우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이영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 주종택 순천향대학교 국제문화학과 부교수
임수진 멕시코 꼴리마대학교 정치사회과학부 교수 | 김희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 교수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오삼교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의료기술의 발달,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의료 불평등 확대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여건에 직면한 한국은 더욱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칠레, 아르헨티
나,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의료시스템 개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의료개혁의 효과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필자들은 의료보험체제의 부분 민영화와 의료
시스템의 지방 분권화 등 의료 시스템 영역에서 개방과 경쟁의 논리를 확장시키고자 한 중남미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 개혁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가능한 정치, 경제, 역사적인 조건과 이러
한 개혁이 의료시스템 전반에 가져온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다
양한 정책적 그리고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의료개혁 연
구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연구진 임상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상현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전임강사 | 박윤주 계명대학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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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중남미에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수용자의 집단적 정서와 취향, 관심사 같은 문화적 코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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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을 연구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남미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동향과 텔레노벨라 수요자들의 소비 패턴을 예측
함으로써, 중남미 진출 한국 TV 드라마의 공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한국드라마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진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연구자료 10-60 / 188쪽
전용갑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 조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강사
임소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책임연구원

● 베트남 미디어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년전지』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베트남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는 그들의 투자·교역 등 대규모 경제활동부터 상품구매·유학·관광지 선
택 등 실생활에까지 폭넓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얻
을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를 통해서이다. 실제로 베트남 정치·경제계 고위인사들은 특정 드라마에 출연한 배
우를 양국 경제교류 행사에 초대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한국 이미지는 양국간 정치·외교·투
자·교역·문화·관광·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제는 민간기업의 차원이 아닌 국
가적 차원에서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 연구진 송정남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
이강우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조교수 | 김성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연구자료 10-62 / 186쪽

●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부각되는 추세다. 그 중에서도 ASEAN 최
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신흥시장의 선두주자인 베트남의 전략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안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중국을 보완하거나 일부를 대체하
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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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인적 자본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 상승 대응, 인력의 중장기적 활용 방안 모색, 노사 관
계 안정화, 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상호 이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진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

연구자료 10-63 / 122쪽

Working Papers

●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DDA Trade Liberalization:
Assessment of Alternative Scenarios
DDA 협상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D)의 부여, 서비스 자유화의 폭과 더불어 삼각쟁
점이라고 불리우는 농업보조금, 농업관세율 감축, 부문별 관세 철폐를 포함하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자
유화 등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싼 이해대립 때문에 8년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호양보를 통해 DDA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미해결 쟁점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
인지를 제시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CGE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GDP 효과와 후생효과는 각각
499~1,862억 달러(세계 GDP의 0.12~0.45%), 497~1,5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확대 효
과는 2,653~3,8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DDA 협상이 세계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수치이며, 아울러 향후 WTO 회원
국 간에 균형 잡힌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선진국은 농업보조금 등 농업분야에 있어 개도
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반해 개도국은 비농산물 분야에서 부문별 관세철폐협상
과 서비스자유화협상에 대한 논의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협상은 ASEAN, 인도, 중남미 국가
등 개도국에게 큰 GDP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며, 부문별 관세철폐협상도 미국, EU 등과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많은 무역확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이다.
▶ 연구진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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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a-industry Trade in an Enlarged Europe:
Trade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European Union and its Determinants
본 연구에서 EU의 확대에 따른 역내무역구조의 변화를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서로 상이한 경제수준, 경제구조의 국가들이 역내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EU의
확대에 따라 산업내무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1988~2006년의 기간 동
안 2,200여 개 하부산업(SITC 5단위)에서 이루어진 산업내무역 수준을 Grubel and Lloyd(GL) 인덱스를 통해 수
치화하였으며, 산업내무역 구조의 변화방향을 알 수 있는 Brulhart A 인덱스를 계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에서 산업내무역 수준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유럽국
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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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나며, 따라서 이들 국가의 산업내무역 증가는 역내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유럽국가들의 A 인덱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중·동유럽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A 인덱
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유럽국가들은 산업내무역이 강화되어온 반면, 중·동유럽국가들은 주
로 산업특화를 통한 변화를 겪어 왔음을 나타낸다. 한편 역내산업내무역 수준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하여 실시
한 회귀분석에서 산업내무역 수준은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유치한 FDI의 스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내무역과 FDI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중·동유럽국가
들이 보다 많은 역내 FDI를 유치할 경우,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해 준다.
▶ 연구진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WP 10-02 / 56쪽

● Democracy and Trade Policy: the Role of Interest Groups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
는 민주화 이후 다양한 이익집단의 증가와 무역 정책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궁극적으로 정부의 무역정책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Grossman and Helpman (1994)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익집단의 증가가 보호무역을 초
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무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는 오히려 무역자유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즉, 소수의 특정 이익집단이 정부로부터 보호를 요구할 때는 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지만 다수의 이익집단이 동시에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익집단의 요구가 서로 상쇄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개방주의(openness)’와 ‘다원주의(pluralism)’ 정
책이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연구진 이경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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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Asian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and Its Prospect:
Beyond the C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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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전망
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 감시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경제조사국(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감시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ASEAN+3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대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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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에 대한 회원
국의 이의신청이나 법률적 자문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아시아
통화기금과 같은 지역통화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CMIM 사무국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 연구진 박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오용협 CEPS 연구위원

WP 10-04 / 50쪽

● Regionalism within Multilateralism:
WTO Review Mechanisms for RTAs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무역협정(RTA)은 별도의 법적 제도이나, WTO는 GATT 제24조, GATS 제5조, 권능
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따른 정치적·사법적 검토메커니즘을 통해 RTA를 감독할 수 있다. WTO의 정치
적 검토메커니즘은 WTO회원국이 체결한 RTA에 대한 통보절차와 다자적 검토를 포함하며, 사법적 검토 메커
니즘은 RTA가 WTO 규범과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판정하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WTO 검토메커니즘에 관한 규정과 관행을 살펴보고, WTO 규범에 위배되는 RTA에 대한 가능한 구제조
치를 검토하며, 2006년 창립된 RTA 투명성메커니즘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쟁점을 분석한다.
▶ 연구진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WP 10-05 / 56쪽

● Determinants of Exports: Productivity or Fixed Export Costs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생산성과 수출고정비용에 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이에 기
반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Melitz(2003)의 연구 이래 기업의 수출성과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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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려는 연구들이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Melitz(2003)의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여 기업의 이질성 생
산성과 수출고정비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낮더라도 상대적인 수
출고정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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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비중
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수출고정비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구진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WP 10-06 / 48쪽

● Learning in Neotiations: An Experimental Study
본 논문의 목적은 실험경제학 게임에서 학습을 확인하고, 실험결과들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는 것
이다. 본 논문은 거부권을 가진 참여자가 포함된 게임의 구조가 실제 이질적인 힘을 가진 협상참여자들로 이
루어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이론에 대해
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참여자들의 힘, 즉 거부권이 가진 힘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학습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
엇보다도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게임을 할 때 바로 직전에 했던 게임에서 본인의 성과에 신경을 써
서 성과가 나빴다면 현재 많은것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오래된 게임의 성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거부권을 가지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좀더 평등한 이익 배분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협상과정에서 휴지기의 필요성,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
적 선택사항을 제시한다.
▶ 연구진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WP 10-07 / 42쪽

●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한국의 FTA 추진정책은 2003년 한ㆍ칠레 FTA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5개 FTA가 발효되었고 3개 FTA가
완료되어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FTA는 제3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혜 부여자격의 범위를 결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FTA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이 한국 FTA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ASEAN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
성과 한ㆍ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FTA 활용에 대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stevadeoardal의 원산지규정 경직성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FTA 원산지규정
경직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ASEAN FTA에서 한국 수입 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실용률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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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지수와 FTA 특혜관세 활용률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
며, 또한 특혜율이 활용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수입액수와 활용률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 연구진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팀장
조미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WP 10-08 / 50쪽

● Considering Happiness for Economic Development:
Deterninants of Happiness in Indonesia
행복은 대체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지만 개발경제학에서는 간과되어왔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
가족생활 설문(Indonesia Family Life Survey)에 기초하고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행
복결정요소를 조명한다. 몇몇 요소는 기존 문헌의 결과와 일관되지만 실업과 여성 변수는 강건(robustness)하
지 못하였다. 소득수준변이, 신뢰, 정치적 환경에 관해서는 외생변수를 도입하였고, 신뢰와 정치적 환경에 관
해서는 설문응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하였다. 내생성을 경감시키자 소득수준변이 계수의 부
호가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 결과는 내생성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신뢰와 정치적 환경은 행복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결과는 설문응답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 크
게 다르다.
▶ 연구진 손기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WP 10-09 / 56쪽

● Information and Capital Flows Revisited:
the Internet as a Determinant of Transactions in Financial Assets
본 논문은 국제자본거래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중력모형으로 국제자본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거래량이 거래 당사국간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Portes et al.
(2000)에서는 이 반비례 관계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하였으며, 국제전화 교신량을 통해 이를 실증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변수를 사용하여 Portes et al.의 가설을 재검증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8년까
지 미국과 38개국의 자본거래량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국제자본거래의 중요
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국가간 자
본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 최창규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 오용협 벨기에 CEPS, 초빙연구위원

WP 10-10 /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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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Goes Where and How? Firm Heterogeneity and Location Decision of Korean Multinationals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성이 FDI 유형과 투자대상국가 선정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였다. 한국기업 데
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국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수직적 투자나 제3국 수출을 위한 투자보다는 수평적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국제경제학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기업생산성은 해외투자 지역선정뿐 아니라
FDI 유형의 전략적 선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연구진 현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허 정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WP 10-11 / 34쪽

무역투자연구시리즈

●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본 연구는 WTO DDA 규범협상과 관련하여 첫째, 반덤핑규범 협상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활용해 온 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려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
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개도국들과 보다 강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는 두 가지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0-01 / 178쪽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및 과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
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한국은 최빈국수출품에 무관세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운영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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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Duty Free Quota Free) 시장접근 제공에
대한 이행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단행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 확대조치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동제도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조미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김민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0-02 / 84쪽

지역연구시리즈

●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EU 에너지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
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
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의 정책결정방식과 에너지부문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을 자세히 논의하고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정책 분야
별로 구조화시킴으로써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분야별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EU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시장의 조
성’이라고 평가하였다.
▶ 연구진 주진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김균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지역연구시리즈 10-01 / 98쪽

● EU 로비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 연구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브뤼셀에는 2만여 명의 로비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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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난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의 상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EU
기관들은 자체인력만으로는 규제입안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시장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자문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장전달을 위
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는 EU 기관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EU 로비의 발전과정과 현
황을 소개하고, 로비의 원리와 채널을 분석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의 상
호작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EU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연구진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지역연구시리즈 10-02 / 180쪽

● 고령화·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이 연구는 고령화·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
지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연금제도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
늘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서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세대간 형평성 문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
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실업증대 및 비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또
한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연구진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연구위원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지역연구시리즈 10-03 / 88쪽

●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
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법(StrEG) 및 신재생에너지원법(EEG)
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적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
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고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 배경,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력
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연구진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윤성원 고려대학교 EU연구센터 연구교수

142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지역연구시리즈 10-04 / 120쪽

| 2010년 주요 연구 |

동북아연구시리즈

●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 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 간 AEO 상
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은 ① 한·중·
일 AEO 모두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 ② AEO 대상범위는 한국이 가장 포괄적 ③ 평가요건은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비교적 유사 ④ 한국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음 ⑤ 한국은 도입시기가 늦은 것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 ⑥ 공인 절차는 모두 미국 CBP안을
채택 ⑦ 한·중·일 3국의 상호인정정책 유사(거대경제권과의 협정 우선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외의
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AEO 상호인정의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도입시기가 늦
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
보, 통관정보화 관련 지역표준화 등을 통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노유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동북아연구시리즈 10-01 /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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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KIEP EU센터 연구시리즈

●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
라루스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
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EU
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향후 벨라루스 경제 성장의
주요 잠재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진 황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연구자료 10-24 / 58쪽

Conference Proceedings

●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고 러시아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반면,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민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지
역안보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경제
력을 활용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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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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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개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
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 연구진 Lee-Jay Cho, ChangJae Lee eds.

CP 10-01 / 250쪽

● 2009 CRES Visting Scholars Paper Series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본원의 세계지역연구센터
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
행해 오고 있다. 본서는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의 성과물이다.
▶ 연구진 김흥종 편

CP 10-02 / 286쪽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 호주의 주요 산업
호주 경제는 IT 버블 붕괴시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후에는 연평균 3% 이
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당초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으
나,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경제성장률은 1.3%에 도달했다. 호주 경제가 가지고 있
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단연 산업구조의 양면성일 것이다. 호주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매장량
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자 효율적인 농업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진 농
업국가로 알려져 있다. 농수산업과 광업이 호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쇠고기, 밀, 철광석, 석탄 등
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편 GDP의 7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에는 금융 및 도소매
서비스업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호주는 금융·보험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와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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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농업국가형 산업구조가 공존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세계 ３위 밀 수출국이자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는 주요 농축산품의 세계적인 생산·수출국으로 전 세
계 곡물 및 축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최근에 신흥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주요 수출국의 수
출 통제,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투기거래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량을 자랑하는 호주 농축산업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은 제조업과
같은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서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이 자체 유통망을 운영하는 독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 현지에서 오랜 경험
이 있는 현지 파트너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제휴 혹은 합자회사 형태의 진출이 적합할 것이다.
각종 광물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인 동시에 생산국인 호주는 오랫동안 세계적 광업국으로서의 명성을 유지
해왔다. 호주 광업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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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주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성격상 민간기업들의 주도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기업을 주축으로 사업
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기업일지라도 투자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자원개발에 자금을 투입하
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참여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개발, 생산 단계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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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광활한 대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
추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면서 ‘석탄의 나라’로 알려진 호주도 에너지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겠지만,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
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단기간 내 가시
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박막
형 태양전지 및 모듈을 중심으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해당 부문은 상용화 초기 단계여서 선진국들
의 시장점유도가 낮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용
이할 것으로 평가된다.
▶ 연구진 백유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 이희연 KOTRA 시드니 KBC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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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주요 산업
이란은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10%, 가스 매장량의 16%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부국이자 중동 내 제2위
의 인구보유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UAE를 제외한 우리의 중동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제4위의 원유도입대상국으로 주요 경제협력 전략국이다. 이란은 세계금융위기 및 유가하락
의 영향으로 2009년 1.8%의 실질GDP성장률과 3,305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경제 회복세
에 따라 2010년 3%대 초반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2011년에는 더 높은 경제성장률이 시현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이란은 만성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10%대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경제제재 및 투자부족 등으로 인한 석유
생산량 감소, 국내 정제유 수급 불균형 및 이란 GDP의 20~30%에 달하는 보조금제 폐지 등의 경제현안에 직면
해 있다. 특히 최근 이란은 핵 개발 의혹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당면현안의 해결에 난
항을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이란은 세계적인 에너지 부국인 만큼 원유·가스 부문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란의 원유수출은 총 수
출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收入)은 정부 재정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양질
의 저렴한 노동력 및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지하자원 및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등을 기반으로 제
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비옥한 영토와 풍부한 강우량을 바탕으로 다른 중동 산유국에 비해 농업의 GDP 기여
도도 높은 편이다. 이란 정부는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경
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 민영화를 선언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
수강경파로 평가되는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와 개혁파의 갈등 및 이란의 핵 개발 문제 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이란의 핵심 산업인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제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이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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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만큼 이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자국 경제
발전의 척도로 인식할 정도로 자동차산업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왔다. 우리 기업의 이
란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차량모델 중 중저가 모델 생산설비를 이란 자동차 제조사
에 판매 또는 설비 투자하는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아(KIA) 프라이드는 저가형 자동차 보급의 대표적인 성
공 케이스로 이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하여 이란의 ‘국민차’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연료효율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상용차 교체 및 천연가스 차량 생산 증대를 추
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의 진출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이란 전력시장은 현재 민자 발전 이외의 프로젝트는 국영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정부발주 발전소 건
설 프로젝트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발전소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제품 생산을 위한 기자재
와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란 전력시장을 주도해온 유럽기업들의 경제제
재에 따른 대이란 거래 기피로 기자재 및 부품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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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전력산업 기자재는 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
제정세에 따라 이란 진출이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란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관계 변화를 예의주
시하고 이란 진출에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란 석유화학산업은 풍부하고 저렴한 연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
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담과 석유화학설비가 제재대상인 정유생산설비로 전환될 우려로 인해 석유화학 설비
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란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플랜트 기자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조치하에서도 이란 석유화학산업 참여 가능 범위 및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란 시장 진출전략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 연구진 윤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박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강성수 KOTRA 테헤란 무역관 과장

206쪽

● 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
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연구는 아르헨티나 경
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재로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산업, IT산업, 재생
에너지 산업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
하였다.
먼저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약 10%, 국내 고정자본 형성의 약 58%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 산업
이다. 아르헨티나의 교통 인프라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와 항만 인프라
는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력산업은 중남
미 국가 중 민영화 정도가 가장 높아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러나 낮은 전력요금은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하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은 97%와 90%로 높다. 그
러나 비도시 지역의 하수처리 보급률은 5%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정
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전력, 상하수도 등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건설부문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은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전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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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아르헨티나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와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해외건설협회 등 우리나라의 유관협회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인
적자원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현지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전략 중 하
나다. 셋째,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중소형 프로젝
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IT시장 발전 잠재력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 정
부는 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회 발전은 물론 다각적인 전자정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
략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정, 각종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낮은 PC 보급률
도 아르헨티나 IT산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질의 고
급인력이 풍부해 소프트웨어 등 IT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
은 수준의 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에 힘입어 IT 서비스센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잠재력에 힘입
어 향후 5년간(2010~14년) 아르헨티나 IT시장은 지난 4년간의 성장세 7.2%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12.6%의 높
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IT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다각
적인 제도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Korea-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 설립, 한·아르헨티
나 IT협력센터, 한·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산업협력 프로그램 설립 등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에
서는 아르헨티나 IT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유력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 현지 지사 설치 전략 등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바이오매스(47.2%)와 소수력(45.7%)이다. 특히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GBI Research는 아르헨티나에서 향후 3~4년 이내에 1,0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되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연평균 14.0%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
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6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 재생에너
지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부족한 송배전망 등은 재생에너지 산업
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세계 그린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협력 차원에서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나 한·아르헨티
나 녹색산업 R&D 협력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CDM 사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CDM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민희정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과장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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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의 주요 산업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
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중·동구 신규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
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 중 체코는 현대자동차 진출로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 산업 중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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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문이고, 최근 유럽에서 자
동차 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체코이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와의 산업협
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도 체코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코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
우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
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IT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었는데,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IT 산업은 최근 체코 산업의 현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EU 차원의 요구와 체코 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으로 최근 급
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2010년 KIEP-KOTRA 공동연구에서는 그린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중 하나를 반드시 주요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맥
락으로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체코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
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체코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
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체코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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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서비스(11.5%), 교통 및 통신업(9.7%) 순이다. 체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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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유리하
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의 중심이며,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체코의 전자 및 기계 산업들도 EU 가입과 함께 Pana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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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Siemens 등 외국 업체들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총생산의 약 20%,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체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는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자동차 산업국이다. 자동차 산업
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유능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기계
산업과 같은 기반산업 구조가 튼튼해서 유럽의 자동차 생산, 디자인 및 R&D의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체코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비중은 17.7%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중
점을 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자동차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중·동구 지역에는 체제전환 이
후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집중적인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기아, Toyota, Suzuki, Honda 등 아시
아계 자동차 업체들도 중·동구 현지에서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체
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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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제2의 산업으로 대
두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HP, IBM 등의 글로벌 IT 업체들이 체코에 생산 공장을 세워 유럽 진출을 위한 교
두보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Canon과 ASUS를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유명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2000년
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 종사인구도 10만 명에 달하게 되
었다. 체코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도 체코 정부 및 EU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IT 시장에 대한 투
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체코는 기존의 IT 및 통신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거듭하여 2005년에 EU의 규제 체계
를 반영한 전자통신법을 발효하였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체코 I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체코 내 모든 전자통신 분야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였는데, 기존의 독점권을 인정
받던 국영 통신기업 또한 자유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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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연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이 프로그램은
약 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을 토대로 11개 부문에서 실행되었다. 2008년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은 체코 국내 총 전력소비의 5.2%였다. 수출 전력을 포함한 국내 총 전력
생산의 4.5%였다. 또한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5%에 해당한다. 2008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에너지의 생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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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양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순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체코 산업협력은 상생과 양국 경제성장 견인, 상호보완적 관계 강화, 체코 제조업을 대표
하는 산업에서의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진출
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체코의 훌륭한 연구개발 환경을 활용한 협력은 새로운 자동차 개발 및 저연료 소비형 자
동차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체코 현
지에서 소형자동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국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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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코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자동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자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
기적으로는 체코 및 한국의 전문 인력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R&D 센터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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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해서 제품을 조립, 완성품
을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체코를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
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한국 IT 제품의 유럽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T 강국인 한국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
술한 바와 같이 그 진출 거점을 체코로 검토해볼 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다. 현지 생산법인 진출뿐만 아니라 현
지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센터, 비즈니스 HQ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진출
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EU FTA 발효를 감안하면 관세회피 및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법
인 진출보다는 유럽시장 기호 파악, 납기기간 단축, AS, 신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진출 전략이 보다 유효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입장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
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태양광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체코의 태양광 부문에서의 발전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한때 붐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산업협력은 아직 이러한 한계점
이 노출되고 있으나, 체코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
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
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 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
력 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함께 원전, 송전망 사업 등 한·체코 간 에너지협력 다
각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 경제공동위, 에너지장관회
의, 투자촉진협의회, 외교장관공동위,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회의와 현지 공관, KOTRA KBC 등 다양한 접
촉 창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연구진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김병호 KOTRA 프라하 KBC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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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의 주요 산업
벨라루스는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IS)의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가로서, 향후 EU와 러시아를 잇는 물류 유통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의 경제 악화로 인해 벨라루스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과 안정적인 주요 판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어
려워지자 벨라루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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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
된 데서 비롯된다. 2010년 들어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벨라루스 정
부의 실물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2008~09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벨라루
스의 경제는 성장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세계 주요 경제기관은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을 2010
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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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벨라루스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소련의 ‘조립공장’으로 불리었을 만큼 제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벨라루스의 제조업 생산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
며, 이들 산업의 특정 부문은 세계적으로도 유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
다. 또한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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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강국으로 불렸을 만큼,
전통적으로 견고한 석유화학 산업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이상,
전체 수출 중 약 18%를 차지하며 벨라루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산업이다. 특히 광물질 비료(질소, 칼륨
및 인산), 유기 합성 제품(화학섬유 및 원사, 합성수지, 플라스틱, 타이어 및 고무 제품)과 기초화학(산, 바니쉬, 염
료), 가정용 화학제품, 의약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벨라루스의 염화칼륨 생산량은 전 세계 생
산량의 약 15.7%를 차지할 만큼 전문성이 뛰어나다. 또한 벨라루스는 오랫동안 다양한 종류의 석유화학 제품
을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 또한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훨씬 견
고하다.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이 체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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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하에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벨라루스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벨라루스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광물비료, 화학섬유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진 기술 협력, 둘째,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수준을 바탕으
로 한 러시아 시장의 우회수출 겨냥, 셋째, 단기적 진출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진출 접근을 통해 유리한 경쟁
구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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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의 기계 산업은 벨라루스 총 공업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 산업은 높은 생산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국내 기계 산업의 저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 지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러시아로부터의 지속적인 수요가 보장될 경우, 앞으
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특히 광산용 덤프트럭이나 트랙터 부문의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인정
받을 만큼 그 경쟁력이 높다. 또한 기계 산업의 하부 산업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산업 발전의
연계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벨라루스의 기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당장의 대규모 현지 투자보다는 현지
의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력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법 제도 등 현
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의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을 먼저 파악
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분야와 벨라루스 측이 요구가 맞아 떨어지는 시장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정부의 자동차 산업 현대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광산용 덤프트럭 및 트랙터 부문의 높은 기술
력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은 벨라루스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이
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를 포함한 CIS 지역의 비중이 높아 중장기 차원에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
스탄 3국 관세동맹의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벨라루스의 IT 산업은 2000년 이후부터 벨라루스 사회 및 경제에서 그 중요도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개인 및
기업의 비즈니스, 연구, 정보 수집, 국내 통신 시스템을 현저하게 발전시켰다. 또한 국내 온라인 미디어와 인터
넷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현재 벨라루스의 IT 시장은 국내에서 기본 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지속되고 있으며, 유선 통신·휴대전화·브로드밴드 인터넷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앞
으로도 수요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 산업에 종사하는 벨라루스의 고급 인력들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 IT 업체들의 취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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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
는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기업과의 차별화가 요구되며 시장경쟁이 치열한 아이템보다는 신규 미래 수요창출이
가능한 제품에 눈을 돌리고 기술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소득 수준이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
에 시장 세분화적인 판매 전략과 현지 유통구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 연구진 황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김동묘 KOTRA 모스크바 KBC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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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제3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9쪽

● 2011년 세계경제전망
▶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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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안연구과제

● 오늘의 세계경 제
오늘의

세계경제

목록

10-01

도요타 리콜사태의 발생 원인과 교훈(2.25)

김양희

10-02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3.15)

허인,박영준, 오승환, 이동은

10-03

G20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과 전략(3.16)

지만수, 박민숙

10-0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 나타난 2010년도 경제정책
방향 및 국가예산 분석(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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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10-05

유로화 약세 지속 가능성과 그 영향(4.21)

허인, 이동은, 오승환

10-06

한ㆍ터키 FTA 협상 개시와 의의(4.22)

성한경, 오태현, 이철원

10-07

미국 정부의「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주요 내용과 대응방안(4.26)

장용준, 김태윤, 남호선

10-08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4.30)

박영준, 김연실

10-09

최근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평가(5.6)

김규판, 김은지, 이형근

10-10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5.17)

이동은, 양다영

10-11

세계은행그룹과 IMF의 지배구조 개혁과 시사점(5.25)

박영준, 김연실

10-12

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망(6.1)

강유덕, 이동은, 오태현

10-13

CDM 사업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6.3)

한바란, 김민희

10-14

유럽 위기를 계기로 본 재정위기의 원인과 가능성(6.11)

박복영, 양다영

10-15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평가(6.18)

정형곤, 노유연

10-16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6.24)

허인, 양다영

10-17

2010년 하반기 국제거시금융환경 전망(7.5)

국제거시금융실

10-18

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7.7)

정성춘, 이형근

10-19

2010년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7.12)

무역투자정책실

10-20

토론토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과제(7.13)

윤덕룡, 오승환

10-21

2010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7.16)

세계지역연구센터

10-22

EU의 대ASEAN FTA 추진 현황과 한·EU 교역에 대한 영향 전망(7.22)

강유덕, 백유진

10-23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7.22)

지만수, 이승신, 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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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패턴 변화 특징 및 시사점(8.17)

정형곤, 방호경

10-25

일본의 양자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내용과 시사점(9.29)

서정민, 이형근

10-26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10.15)

김한성, 장용준

10-27

인(印) · 일(日) FTA 타결 영향과 대응(10.28)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10-28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와 단기자본 규제(11.16)

박복영, 오승환, 양다영

10-29

일본의「포괄적 EPA 기본방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11.18)

김양희

10-30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내용:

정성춘

「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11.22)

10-31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및 전망(11.23)

정지원, 박수경

10-32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11.23)

윤덕룡, 오승환

10-33

17기 5중전회를 통해 본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11.29)

지만수, 박월라, 여지나, 박민숙

10-34

2011년 세계경제 전망(요약)(12.6)

세계경제전망 작업팀

10-35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12.14)

10-36

아일랜드 구제금융의 배경과 위기확산 가능성 전망(12.15)

10-37

2011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12.28)

10-38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 변화와 전망(12.28)

조명철

10-39

2011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거시금융환경(12.28)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세계지역연구센터
강유덕, 오태현, 오현정
무역투자정책실,
세계지역연구센터

● 지역경제 포커스
지역경제

포커스

목록

10-01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개통과 정책 시사점(1.25)

윤성학, 이재영, 이시영

10-02

국제사회의 아이티 지진 피해 지원 현황과 시사점(2.8)

정지선, 박수경

10-03

칠레 대통령 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 정책 전망(2.8)

박미숙, 권기수

10-04

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16)

이형근

10-05

유럽통합으로 본 ASEAN 경제통합의 현 주소(2.17)

김흥종, 강유덕, 백유진

10-06

“2010년 러시아 경제위기 극복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2.19)

이재영,황지영

10-07

2010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2.26)

이혁구

10-08

우크라이나의 대선 결과와 향후 정책 전망(3.9)

윤성학, 황지영

10-09

인도 2010/11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3.18)

송영철, 최윤정, 조충제

10-10

일본의 리튬이온 2차전지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3.29)

김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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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및 향후 전망(3.30)

이준규, 고희채, 권정윤

10-12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전망(4.6)

박민숙

10-13

한·콜롬비아 FTA 협상 추진의 의의 및 대응방향(4.7)

박미숙

10-14

인도 출구전략 전격 시행: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4.7)

송영철, 조충제

10-15

일본의 정권교체 반년의 평가와 참의원 선거 전망(4.8)

김양희, 김은지

10-16

중·대만 ECFA의 협상 추이 및 시사점(4.13)

배승빈

10-17

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4.16)

나수엽

10-18

중동 산유국 대외원조의 추이 및 특징과 시사점(4.21)

윤서영

10-19

일본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강화 배경과 평가(5.4)

김은지

10-20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과 남유럽 재정위기 전망(5.6)

오태현

10-21

UAE 아부다비의 발전전략과 경제협력수요 평가(5.7)

박철형, 윤서영

10-22

중·코스타리카 FTA 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5.10)

여지나, 김진오

10-23

영국 총선에 대한 평가와 전망(5.10)

김균태

10-24

호주 2010/11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6.1)

백유진

10-25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6.3)

이재영, 이시영

10-26

제2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6.8)

박월라, 나수엽

10-27

일본 민주당 신체제 출범의 의미와 과제(6.9)

정성춘

10-28

헝가리 재정위기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6.15)

이철원

10-29

이라크 2010 총선 평가 및 경제 전망(6.17)

한바란, 윤서영

10-30

인(印)·일(日)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개발사업 동향과 시사점(6.22)

송영철, 김규판, 조충제

10-31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 결과 분석과 향후 전망(7.14)

주진홍

10-32

일본 참의원 선거의 평가와 전망(7.14)

김양희, 김은지

10-33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7.23)

김규판

10-34

EU의 은행 재무건전성 테스트 결과 및 향후 전망(7.28)

오태현

10-35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국의 진출 방안(8.4)

이시영, 조영관

10-36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8.4)

윤서영

10-37

중·홍콩 CEPA VIII 보충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8.18)

여지나

10-38

사우디아라비아 제9차 5개년 개발계획의 내용과 시사점(9.1)

박철형

10-39

일본,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고심(10.19)

김규판

10-40

주요국의 대이란 제재조치가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 및 시사점(10.29)

윤서영

10-41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11.9)

고희채

10-42

미얀마 총선과 수치 여사 석방의 의미 및 정국 전망(11.19)

정재완

10-43

2010년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대선 결과 및 평가(12.22)

김민희, 전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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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목록

10-01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베이징(北京)시(3.17)

김부용

10-02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랴오닝(遼寧)성(3.17)

임민경

10-03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산둥(山東)성(3.19)

이상훈

10-04

2010년 중국 지방‘양회(兩會)’의 주요이슈(3.24)

이혁구

10-05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후베이(湖北)성(3.24)

정지현

10-06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상하이(上海)시(3.25)

노수연

10-07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충칭(重慶)시(3.29)

오종혁

10-08

2010년 중국 성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저장성(3.30)

최보연

10-09

2010년 중국 성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광둥성(4.13)

이혁구

10-10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김부용

톈진天津시 빈하이濱海 신구의 개발 및 개방을 중심으로(4.20)
10-11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장쑤江蘇성(4.23)

노수연

10-12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지린吉林성(4.26)

임민경

10-13

中 지리자동차 볼보 인수의 의미와 시사점(5.10)

최보연

10-14

상하이 엑스포와 장강삼각주 메갈로폴리스의 발전(5.13)

노수연

10-15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허난(河南)성(5.26)

정지현

10-16

베이징(北京)시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시사점(6.8)

김부용

10-17

푸젠(福建)성 해협서안경제구의 발전 현황 및 시사점(6.11)

이혁구

10-18

장쑤(江蘇)성 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시사점(6.28)

노수연

10-19

선양경제구(沈陽經濟區) 발전계획을 통해 본 랴오닝(遼寧)성 도시화 추진 전략(7.1)

임민경

10-20

중부 안후이(安徽)성으로의 산업이전 현황 및 시사점(7.8)

정지현

10-21

상하이시 주택보유세(房産稅) 개혁의 주요 이슈와 전망(7.29)

노수연, 최보연

10-22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 간 경제협력채널의 현황 및 시사점(8.5)

이형근, 임민경

10-23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시사점(8.5)

이혁구

10-24

후난(湖南)성의 환경보호산업 발전현황 및 시사점(8.6)

이혁구, 오종혁

10-25

최근 산둥(山東)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전망(8.10)

이상훈

10-26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8.12)

정지현

10-27

허베이(河北)성 경제현황 및 발전전략(8.13)

김부용

10-28

중국 희토류 자원보호전략의 내용과 시사점(8.19)

오종혁

10-29

중국 LED 조명산업 육성정책과 랴오닝성의 기회(9.17)

임민경

10-30

중국 2010 서부경제발전청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9.20)

오종혁

10-31

베이징(北京)시 인재육성 및 유치방안과 평가(10.8)

김부용

10-32

장쑤성 지역 내산업이전 10년 평가와 전망(12.23)

노수연, 최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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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사무소 브리핑
북경사무소

160

브리핑

목록

10-01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Ⅳ): 중부지역(1.14)

북경사무소

10-02

중국의 녹색세제 현황과 탄소세 도입 논의(1.25)

북경사무소

10-03

중국의 제3차「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2.8)

북경사무소

10-04

중국의 제1,2차 경제센서스 결과 비교(2.26)

북경사무소

10-05

2010년 중국의 경제 부처별 주요 정책(3.3)

북경사무소

10-06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3.29)

북경사무소

10-07

중국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전망(4.6)

북경사무소

10-08

2010년 중국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과 의미(4.27)

북경사무소

10-09

중국 사회계층구조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특징(6.3)

북경사무소

10-10

중국 지역발전정책의 현황과 특징(6.15)

북경사무소

10-11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 추이와 중국의 반응(6.21)

북경사무소

10-12

중국 지방정부의 투융자회사 설립과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7.5)

북경사무소

10-13

외자기업 노사갈등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와 중국정부의 대책(7.21)

북경사무소

10-14

중국의 농민공 실태 조사와 농민공 부족의 주요 원인(7.30)

북경사무소

10-15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현황과 기대 효과(8.30)

북경사무소

10-16

중국 은행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현황(9.6)

북경사무소

10-17

2010년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9.17)

북경사무소

10-18

중국 11.5규획의 목표달성 현황과 12차 5개년 규획의 내용 전망(10.26)

북경사무소

10-19

중국 ‘신36조(新36條)’의 특징과 전망(10.28)

북경사무소

10-20

중국「주장삼각주 5개 일체화 규획」의 주요 내용(11.18)

북경사무소

10-21

중국의 원자력, 풍력산업 현황과 발전계획(12.10)

북경사무소

10-22

중국 회색소득의 실태와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12.28)

북경사무소

10-23

중국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의 산업별 정책(12.30)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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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기간행물

● 대외경제연구 JEAI
2010년 상반기호 제14권 1호 통권 32호
Macroeconomic Adjustment to the Lehman Shock in Japan

Kazumi Asako,
Katsuaki Ochiai

U.S. Banking Deregulation and Emerging Market Loans: Potential Links and Evidence, 1984~2005

Hyun Koo Cho

Towards a Single Market: A 21st Century Vision for Asia Pacific Economic Integration

Andrew Elek

Making the Outcomes of the Doha Development Round Favourable for Developing
Countries: Reflections on a Feasible Proposal for 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Francis Shasha
Matambalya

The Structure of Trade in Genetic Resources: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ABS
Regime Negotiation

Mikyung Yun

국제 자본이동성 연구:OECD 회원국 패널 분석

전상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주문흐름의 일중 설명력 분석

정재식

원/달러, 원/엔 환율의 구매력 평가 가설에 있어서 Balassa-Samuelson 효과 분석

오동환, 홍기택

2010년 하반기호 제14권 2호 통권 33호
Explaining Home Bias in Trade: The Role of Time Costs

In Koo Lee

Productivity Spillover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Hyuk Hwang Kim, June Dong Kim

The Role of Exchange Rates in Korea's Commodity Trade with China

Gab-Je Jo

Building and Early Warning System for Crude Oil Price Using Neural
Network

Wonho Song

What Makes International Capital Flows So Volatile?: Push vs. Pull Factors in the Case of Korea

Tae-Joon Kim, Jai-Won Ryu

원/달러 현물환 시장의 정보효율성: Runs Test 및 외국인 유가증권 거래
규칙을 통한 중복 검정

안창모

한·일 수출경쟁력의 변화유형과 기술수준의 관계

김용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연구: 국제배출권거래제와 주력 감축
이창수, 김남일
부문 선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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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EWS

▶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진출방안’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하는 채 욱 원장(2010.2.11)

▶ 우즈베키스탄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es와의 MOU 체결을 마치고(2010.3.1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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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0 PHOTO NEWS

▶ Asian Economic Panel(2010.3.23)

▶ 캄보디아 아클레다은행(Acleda Bank PLC) 은행장 방원 간담회(2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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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0 PHOTO NEWS
▶ 2010년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 시상식(5.12)

▶ 일본 경제동우회 방원 세미나(2010.5.26)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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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0 PHOTO NEWS

▶ 연구원 보안교육 실시(2010.5.13)

▶ 원내 연구진 회의(2010.7.13)

▶ ADB-NOSF-KIEP 세미나(2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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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0 PHOTO NEWS

◀ 2010년 체육대회 ▼

▶ 전직원 조회(2010.11.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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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0 PHOTO NEWS

▶ APEC 세미나(2010.8.17)

▶ 상해국제문제연구원(SIIS) 방원 세미나(2010.11.17)

▲ 뉴질랜드 Timothy John Beal 박사 초청세미나(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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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0 PHOTO NEWS
▶ ‘Korea-South Asia Cooperation in an Era of Rising South Asia’ 국제세미나(2010.11.25)

▶ ‘Changing Landscapes of the ASEAN and Korea-ASEAN Cooperation’ 세미나(2010.10.7)

▶ 세계지역전문가 육성과정(2010.11.1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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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0 PHOTO NEWS

▶ 2010년 민방위교육(12.15)

▶ 2010년 종무식(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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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1년도 사업목표
➲ 국제거시금융 분야는 대외충격으로부터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의 성장 및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둠.
-글
 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및 대응과정으로부터 외부충격이 실물 및 금융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하였는데, 2011년에는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취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연구의 중점
을 두고자 함.
-글
 로벌 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 등 국제금융질서의 개혁 논의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국제금융
측면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의 중점을 두고자 함.
-글
 로벌 금융위기 G2 체제가 확고해지고 G20 정례화 등을 통해 글로벌 거번스가 크게 변화되었는데,
국제금융질서, 국제통상질서, 선진국과 신흥국과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011년에는 세계 경제 및 무역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주의성향의 경기부양책(
특히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 조치)과 DDA 타결 여부에 국내외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국의 대응’을 연구사업의 목표로 설정.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세계 경제의 체제 및 질서변화에 대응하여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경제협력 지역 및 국가에 대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확산
보급에 연구사업의 목표를 둠.
-선
 진국, 중국 및 거대 개도국, 기타 개도국 등 지역별, 권역별 전략적 경제협력 대상지역을 파악하고,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심층 지역연구 추진
-상
 기 연구결과를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포커스,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전문
가 풀, 각종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부 및 민간에 전달, 확산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남남협력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역내
FTA 및 직접투자관련 연구를 심화하며,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특히 북-중 경제관계 변화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과제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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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체제에서 중국의 위상변화와 시사점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국은 산업발전과 경제규모 확대 등 실물부문에서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영역에서도 그 영
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향후 국제금융시장과 국제금융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됨.
-우
 선 대규모 경상수지흑자와 외환보유고의 누적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최근 이를 이용한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
-무
 역 등 실물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외환 등 국제금융거래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홍콩이나 상하이 등이 국제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함.
-또
 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역내금
융시장 및 지역협력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마
 지막으로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비중을 근거로 IMF의 지분확대 등 global financial governance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중국 금융이 안고 있는 제약요인, 즉 금융억압에 따른 금융업의 후진
성, 부실채권의 누적, 외환 및 자본거래의 제한 등으로 인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종
합적인 평가와 전망이 필요함.

● 기대효과
-중
 국의 국내채권시장 투자확대,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결제통화의 변경, 역내금융협력에서의 중국의 위상
변화, 중국금융기관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 중국내 국제금융중심지의 성장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
향을 전망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기여

▶ 연구책임자 박복영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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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분석 및 정책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조치의 억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미
국의 Buy American 조항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주요국에 있어 보호주의에 대한 국내적 요구는 확
산되는 추세임.
-O
 ECD, IMF 등 국제기구는 관세, 쿼타 등의 전통적 방식의 보호주의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바 있으나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 등을 포괄하는 연구는 축적되어 있지 않음.
● 현재 WTO 체제는 관세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 등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되는 추세임.
-더
 욱이 2010년에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향후 5년간 미국 수출을 2배 증가시키는 목표하에 국가수출
전략(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기 때문에 FTA, DDA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장벽을 감축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
로 예상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무역의 경제적 비용, 바꾸어 말하면 경제개방 및 자유화의 혜택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분석하는 것임.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외개방도를 제고하기 위한 국내무역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
 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도 보호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에 따라 2011년에 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따
 라서 보호무역의 경제적 비용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대외지향적
인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관세 및 쿼터 등과 같은 전통적인 보호조치와 더불어 다양한 보호무역의 수단별 경제적 비
용의 크기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
는 중장기 대외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WTO협상 및 FTA협상의 무역규범 관련논의에 정책대안 제시
- 중장기 대외경제전략 추진시 주요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책임자 |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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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이 이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이
동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국제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유출입 동향
이 문제로 인식되어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되는 포트폴리오 자금도 2007년 이후 크게 늘
어났으며, 금융위기 중에 외국인 투자자금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더 했음.
● 뿐만 아니라 은행의 단기차입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어 외환시장의 변
동성 확대의 원인을 제공함.
● 이에 본 연구는 국제 단기자금 규제의 실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규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함.

● 기대효과
-우
 리나라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시장에서의 단기자금 이동에 대한 정책설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연구책임자 | 허 인 부연구위원

4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의 분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국제통화구조에 대한 변화요구가 높아지고 있으
며 특히 유럽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대안적 통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제기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제통화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변화
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제기된 바 있으나 대체통화의 부재로 실질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유

K I E P 2 0 1 0 연차보고서

175

| 2011년 연구 계획 |

로화의 등장, 위안화의 잠재적 대체통화 가능성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여건과 현실적 변화가 야기됨.
● 프랑스는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동 이슈를 주요 주제로 제기하고자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서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도 국제통화체제의 중장기적 변화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제적 및 국내적 금융분야
에 대한 영향과 경제전반에 야기될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연구의 추진이 시급히 요
청되고 있음.
● 국제통화체제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라도 이미 실물부문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이동하
고 있어서 그와 함께 통화 및 금융분야 영향력도 변화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제 통화체제의 변화방향과
가능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향후 국제통화협력에 대한 방향의 사전적 모색 등
이 필요함.

● 기대효과
-첫
 째, 향후 국제 통화체제 변화에 대한 G20 논의를 위한 한국의 정책대안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논의에 필요한 이론적 실증적 자료 제공
-둘
 째, 향후 국제통화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으로 사전적으로 전략적 준비와 대응이 가능함.
-셋
 째, 지역통화체제의 부상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의 지역 금융협력에 필요한 준비수행 가능

▶ 연구책임자 |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5

대외 위험 요인 진단과 거시경제 효과 분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여러 종류의 해외로부터의 충격에 노출되어 있음.
-그
 동안 한국은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 국제 금융위기, 해외 경기 침체 등 여러 종류의 해외 충
격을 받아 왔음.
● 200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유로 지역의 탄생 등으로 인해 국제 경제 지
형도가 바뀌었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수출 품목의 변화, 국가별 무역 비중 변화, 금
융개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위험의 종류의 영향 역시 크게 변화하였음.
-1
 990년대까지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무역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중국이 최
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유로지역과의 교역도 크게 증가하였음.
● 따라서 변화한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위험들을 분석하고 대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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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그동안 미국의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중국
이나 유로지역으로부터의 침체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향후 5년 안에 발생 가능한 국제 거시적 위험 요소를 시나리오화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할 것임.
-시
 나리오는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세미나, 면담 등을 통해 확정될 것임.
-중
 국 위안화 관리 제도의 변화,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지역 국채 위험프리미엄 변화, 일본의 재정
위기 가능성, 국제 곡물가 가격 급등 가능성,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 등이 논의 될 수 있음.
-이
 러한 가상 실험 분석에는 IMF GIMF 모형을 계량한 KIEP 6개국 거시경제모형 등이 이용될 것임.
●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발생한 해외 충격과,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것임.

● 기대효과
-변
 화한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새로운 국제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음.
-우
 리나라 거시 경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 이동은 부연구위원

6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영미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
아 대부분의 나라들에 널리 적용되어 옴.
●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의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공통분모를 지닌 동아시아 모
델은 전후 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였음.
●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특히 동아시아 모델에 내
재된 일부 비시장적 요소들이 위기의 요인으로 비판받게 됨.
-특
 히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영미식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야 함을 주문.
● 상당수 동아시아국들은 세계적인 여론주도층과 IMF의 이와 같은 주장과 동아시아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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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한 자체인식에 따라 아시아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영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
으로써 지금의 동아시아 모델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변형된 모습을 띰.
- 그러나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개입, 수출중시, 제조업 중시, 고저축률 등 동아시아 경제모델
의 핵심적 요소들은 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2007~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거친 뒤
2009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강력한 회복세는 서구경제의 미약하고 불안한 회복세와 대
비되면서 동아시아 모델과 영미모델은 이제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
-예
 컨대 2010년 1/4 분기에 동아시아 경제는 중국 11.9%, 홍콩 8.2%, 대만 13.3%, 싱가포르 16.9%, 일
본 4.2%, 한국 8.1% (이상 전년동기비)로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또 이들 국가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
도 높은 성장회복세를 기록함.
-이
 에 비해 서구는 미국 2.5%, 영국 -0.2%, 유로지역 0.6%, 독일 1.5%(이상 전년동기비)로 저조한 회복에
그쳤으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새로운 침체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없
는 불안한 모습을 보임.
-이
 와 같은 서구의 저조한 실적은 시장중시, 내수중시, 서비스업중시, 저 저축률 등의 영미(서구) 모델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이 보고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실적을 서구의 실적과 비교해 보고, 동아시아 모
델의 몇 가지 핵심적 요소들을 영미모델의 그것과 비교 평가하며, 동아시아 모델의 국별 차이점과 유사
점을 분석한 다음, 동아시아 모델의 향후 과제와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함.

● 기대효과
-금
 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실적을 서구의 실적과 비교해 보고, 동아시아 모델을 서구의 모델과 비교
평가하며, 동아시아 모델의 국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모델의 향후 과제와 우리나
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책임자 | 조종화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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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 규정:

7

APEC의 협력과제와 경제적 효과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7년의 APEC EVSL 합의실패, 동아시아 경제위기 확산과 APEC의 기능적 한계 노정, DDA의 장기 표
류 등을 원인으로 다수 APEC 회원국들은 2000년대 이후 FTAs/RTAs(이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칭) 체결
을 통해 자국의 무역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009년 말 현재 APEC 회원국들이 체결한 총 111개의 FTAs/RTAs 가운데 43개가 역내회원국을 당사국
으로 체결된 협정임.
-현
 재 APEC에서는 역내에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APEC의 창설이념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
설’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I)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음.
● 역내에 거미줄 같이 파급·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체약국의 무역, 투자제도의 개방화와 각종제도
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
인 무역비용의 발생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축소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APEC정상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FTAAP의 결성으로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가 극대화되
기 위해서는 포괄적·고품격 자유무역협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이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APEC 차원의 사전적인 통합 및 조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창설을 대비
하여 역내외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FTAAP의 효과 배가를 위한 원산지 규
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목적으로 추진함.

● 기대효과
-A
 PEC 경제통합 효과 증진을 위한 원산지규정 관련 협력방안 발굴
-한
 국의 FTAs/RTAs 정책과 합치하는 APEC경제통합 논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시

▶ 연구책임자 | 김상경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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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FTA 등을 통해 진척된 개방화는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개
 방화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수입품 가격 및 이와 경쟁하는 국내제품의 가격이 하락
하고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음.
-또
 한, 개방화에 따른 교역장벽의 제거로 비효율적인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호막이 사라지면, 동 산업
생산에 투입되었던 생산자원들이 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게 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됨.
● 그러나 이러한 개방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개방화 이후 국내시장이 경쟁적으로 운용될 경우에 극대화될
수 있음.
-개
 방화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외국의 공급자가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국내시장을 독과점화시킨다
면,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
-또
 한 독점화된 외국의 공급자가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음.
● 따라서, 개방화의 진척과 함께 시장을 경쟁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별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먼저 개방화가 국내시장의 경쟁구도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고, 시장을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연구에서는 한국 시장의 경쟁구조나 경쟁법 역외 적용이 주된 정책 연구였고, 학술적인 연구는 해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한국을 사례로 한 연구는 없음.
● 본 연구는 개방화의 진전이 한국의 시장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개방화가 경쟁적인 시장 유지
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분석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창설을 대비
하여 역내외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FTAAP의 효과 배가를 위한 원산지 규
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목적으로 추진함.

● 기대효과
- 개방화

효과 국내시장 경쟁구도 변화 고찰 가능함.
-개
 방화 이후 경쟁 정책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가능함.
-개
 방화에 적합한 경쟁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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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9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 중간재 교역 (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것은 국내 수출입기업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
웃소싱의 중가에 상당부분 기인함.
● 중간재 교역은 한국의 무역패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역 대상국별로 중간재 교역 비중이 편차가 있으나 전체 교역의 40-50%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 결과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대효과
-다
 국적기업에 의한 해외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이
 에 전 세계와 한국의 중간재 교역 역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 행태와 파급효
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투자 및 무역정책에 관련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적합한 경쟁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연구책임자 | 현혜정 부연구위원

10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이하 GSP)란 개도국의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목표로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입품에 대하여 MFN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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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상 특혜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임.
● 개도국에 대한 관세상 특혜 논의는 UNCTAD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1964년 제1차 UNCTAD 총회에서 구
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음.
-이
 후 UNCTAD와 OECD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합의과정을 거쳐 1970년 UNCTAD의 무역개발위원회
(Trade and Development Board)에서 GSP 실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선진국의 GSP 공여는 1971년 시작되었는데, EC 6개국이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
드, 러시아 등 세계적으로 총 13개 GSP 제도가 시행중에 있음.
● GSP 제도는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의 무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
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
 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
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측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기대효과
-지
 난 2009년 OECD/DAC 가입, 2010년 11월 G-20 개최 예정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격 제고가
차원에서 GSP 도입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본 연구결과는 GSP 제도 도입과 운영에 중
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책임자 | 조미진 부연구위원

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비관세조치 중 하나로서 관세이상의 유사한 효과를 초래하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최
 근 WTO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의 TBT 건수가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
음.
-T
 BT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 또한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임.
-따
 라서 TBT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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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TBT가 과연 우리
나라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
는 시점에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무역대상국의 TBT에 대한 동향 분석과 동시에, TBT가 우리나
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강구함.
-특
 히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 경우 최근 환경관련 규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관련 TBT
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반
 면 중국과 같은 개도국 경우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자국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들이 증
가하고 있으므로 표준 설정 및 품질개선과 관련된 TBT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주
 요 무역대상국의 TBT에 대한 국내 대응책 마련에 기여
-국
 내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의 대응책 마련에 기여
-특
 히 미국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SPS 및 TBT 무역장벽보고서’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바 여기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기여
-선
 진국의 환경관련 규제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여 새로운 국제환경규범 형성과정에서 우리나라
의 입장을 정립할 분석 자료 제공

▶ 연구책임자 | 장용준 부연구위원

12

DDA 협상타결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1년에 출범한 DDA 협상이 2011년도에는 타결될 전망이 커짐.
-D
 DA 협상은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의 시장접근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규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창출함으로써, 우리경제에 시사 하는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DDA 협상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DDA 협상 타결안을 평가하여 그를 토대로 향후 정책과
제를 도출한 작업은 없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 타결 후 최종 협상안을 분석평가하여 그로부터 각 분야별로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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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함.

● 기대효과
-D
 DA 타결 결과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평가 자료
-D
 DA 타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D
 DA 협상결과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

▶ 연구책임자 |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13

중국의 산업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국은 금융지원, 구조조정 지원,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요 산업
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력산업과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대해 특히 미국은 이러한 지원이 WTO에 의해 금지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년부터 적
극적으로 보조금 상계관세(CVD)를 주요 무역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음.
- 캐나다, EU 등도 중국의 보조금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참여의 기회를 확
보하고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음.
-따
 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의 주요 유형과 구체적 형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주요 산업에
서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 기대효과
-향
 후 한국의 대중 CVD 제소 가능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점검
- 중국의 산업지원의 다양한 형태와 유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소에 대비한 근거 자료 축적

▶ 연구책임자 | 지만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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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본의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이 근 20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일
 본 정부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여 ‘산업경쟁력전략회
의’를 설치하였고, 2010년 6월에는 ‘신성장전략’을 발표함.
-1
 인당 GDP 3위(’00년)→23위(’08년), IMD 국제경쟁력 순위: 1위(’90년)→27위(’10년)
● 우리는 기존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경제정책(금융·재정정책)의 효과성에 편중됨에 따라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판단함.
-이
 에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의 장기적 실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본정부의 산
업 정책적 대응을 평가하고자 함.
-본
 연구는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추세를 총괄적·거시적으로 진단하여, 산업정책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대효과
-최
 근 일본 경제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일본경제가 왜 장기불
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새로운’ 근거를 제공할 것임.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산업구조적 접근은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도 유익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우
 리 경제가 장차 일본처럼 저성장 단계로 진입할 경우에는 그간 일본이 경험한 다양한 산업정책과 구조
전환 노력들이 왜 실패하였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연구책임자 | 김규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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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구소련 해체이후 구소련 연방공화국들은 발틱 3국을 제외하고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
(CIS)을 구성하였으나, 그 한계를 인식하고 다시 구소련지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음.
-1
 994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 의해 EU 통합을 모델로 하는 중앙아시아경제연합
(Central Asian Economic Union)이 창설되고, 1998년에 타지키스탄이 합류하면서 중앙아시아경제공동체
(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로 전환됨.
-2
 000년 10월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공동경제구역 창설을 목표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AsEC)를 창설하였음.
-이
 들 5개국은 EurAsEC 창립 이후 그 범위 안에서 5개국 관세동맹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8월 16일 우
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만 추진하고 나머지 국가는 3개국 관세동맹 설립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함.
● 그 결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이 2010년 1월 1일자로 정식 발효되었음.
-이
 들 3개국은 관세동맹위원회가 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공동 관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의류, 식료품, 자
동차 등 약 1,850개 상품의 관세가 폐지 또는 조정되며, 나머지 품목은 현행 러시아가 적용하는 관세율
이 그대로 유지됨.
● 3국은 2010년 7월까지 공동 관세구역을 설치하고, 협정 발효 후 1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국경 세관 폐쇄와
관련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12년 1월에는 단일 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킬 계획임.
● 비록 3국 관세동맹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나, CIS 역내 국가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CIS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키
 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일부 구소련 국가도 이들 관세동맹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도 관세동맹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CIS권 경제블록의 확대
에 따른 파급효과가 주목되는 바임.
● 이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을 중심으로 한 CIS 역내 경제통
합의 현황을 살펴보고, 3국 관세동맹 제도 및 2011년 상반기까지 1년간의 관세동맹 준비 결과를 종합적
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대CIS국가 수출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 향후 CIS 단일 경제공동체
출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관
 세동맹 출범 및 CIS 경제통합 추진 방향에 따른 한국의 대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CIS 진출전략을 재검
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적시에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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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3국 관세동맹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WTO가입 시기가 더욱 지연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한·러
경제동반자협정(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
-러
 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WTO가입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WTO상의 낮
은 관세, 투명한 규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고, WTO 체제에서 금지·제한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해소
할 수 없음.

● 기대효과
-그
 동안 CIS 역내 국가들의 경제통합 과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한국의 바람직한 대
CIS 통상정책 제시.
-그
 동안 주요국들의 대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주요 CIS국가와의 교
역관계 및 협력을 평가하고 이들의 3국 관세동맹과 향후 CIS 단일 경제블록의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파악
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CIS지역 통상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임.

▶ 연구책임자 | 이재영 연구위원

16

한·EU FTA 이후 대 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0년 한·EU FTA의 발효가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와 EU 간의 교역 및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
상
-현
 재 EU는 우리나라 제 2위의 무역상대국이며 상품교역에 있어서는 제1의 무역흑자상대국인 바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 제품이 EU 시장에서 갖는 경쟁력 향상을 예상할 수 있음.
-한
 편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의 투자국으로 한·EU FTA의 발효시 EU로부터의 투자유입 증대를 기
대할 수 있음.
●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EU의 공동통상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
-리
 스본 조약은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투자, 서비스 분야로 확대시켰으며, EU가 지금까지 체결해 온 칠
레, 남아공 등과의 FTA와는 차별화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EU FTA가 서명됨에 따라 앞으로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됨.
-리
 스본 조약의 발효에 따라 EU 차원의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서서
히 회복됨에 따라 EU의 통상정책이 자국산업 보호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다자간, 지역적 차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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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음.
● 세계 최대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EU는 단일경제권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EU 회원국 간에는 산업구조와
개발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
-2
 000년대에 진행된 EU의 중·동유럽으로의 확장으로 인해 회원국 간의 개발수준 격차는 크게 벌어졌으
며, 산업구조 및 규제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함.
-2
 009년 초 동유럽발 금융위기 불안과 2010년 초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드러났듯이 EU 회원국간에는 경
제현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하며, EU의 통상정책 및 제 3국과의 통상관계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
-우
 리나라의 대EU 교역 및 투자관계는 각 회원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대EU 통상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회원국별 차별화된 접근전략이 필요
●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EU는 새로운 성장전략인 ‘Europe 2020’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차세대 통상
정책을 마련 중임.
-2
 006년 이후 추진 중인 신FTA 정책인 ‘글로벌 유럽’이 한·EU FTA의 서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기존 FTA 추진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2010년 이후에 대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추진 중임.
-E
 U의 FTA 대상국이 확대(예: ASEAN 회원국)되고, FTA 체결국과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규제적 수렴 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이
 에 따라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EU의
통상정책의 변화방향을 전망하여 대EU 통상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E
 U 역내시장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향후 한·EU FTA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
-향
 후 EU와의 통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여 이에 대해 사전대비

▶ 연구책임자 | 강유덕 부연구위원

17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규모 세계 8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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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
- 브라질 경제는 2014 World Cup 및 2016 올림픽 등 매머드 행사 개최,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
에 힘입어 향후 5%대 성장 지속 전망
※ 2013년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부상 전망(Pricewaterhouse Coopers)
● 특히 브라질은 일찍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기초과학을 적극 육성한 결과, 바이오에탄올, 심해유전
탐사, 광업, 철강, 석유화학, 펄프제지, 항공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
●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 등
BRICs 국가들도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진출 가속화
● 최근 브라질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다각
적 노력 경주
-2
 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시 한국과 브라질 간 시너지 효과가 높은 3대 산업의 융합협력체
제 구축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양국의 실질적인 융합협력과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한-브라질산업협력
위원회」가 설립
※ 3대 융합협력산업: 광물자원과 플랜트산업, 유전개발과 조선산업, 바이오연료와 자동차 녹색산업
● 그러나 이 같은 브라질과의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
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의 최근 산업정책, 산업발전 수준 및 산업기술체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브라질의 산업발전에 대한 인식 결여를 탈피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
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코자 함.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지난 대통령 순방에서 제시된 3대 산업의 융합협력체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도 주
안점을 둠.

● 기대효과
-우
 리정부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정책 수립에 기여
-브
 라질 산업발전 현황 및 유망산업, 국제산업협력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브라
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 우리 정부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정책 수립에 기여
-브
 라질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대상 국가 전환 및 확대를 모색하는 기업에 대해 브라질 산업에 대
한 심층 정보 제공

▶ 연구책임자 | 권기수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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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하여 2009년 현재 각각 한국의 4위
와 6위 투자대상지로 부상, 각각 1,892개와 1,215개의 한국기업 현지법인이 활동 중이며, 2009년 9월 1일
부터 한·ASEAN FTA 투자협정의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최근 현지진출 기업들은 운영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초기의 진입방식과 투자진출전략 위
주에서 벗어나 경영현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
현지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
●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현지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고 모델을 제시하여 많은 한국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화 지원
●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 이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양자간 FTA 전략상 최우선
국가로 선정되고 있는 바, 차별화된 양자간 FTA 수립 지원

● 기대효과
-베
 트남,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현
 지 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점검
-정
 부의 양자간 FTA 협상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연구책임자 | 김태윤 부연구위원

19

인도의 권역별, 주별 성장잠재력 전망과 대응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도경제의 고성장에 따라 권역별, 주별 성장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한편, 다른 성장패턴으로 성장하고 있음
-전
 통적으로 서부 및 북부 지역의 성장률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집중 등으로 남부지역
의 성장률이 높게 시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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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동부지역의 경우, 글로벌 자원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개발수요의 증대, 지역 정치구조의 개선 등으
로 낙후지역에서 최근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의 권역별, 주별 중장기 성장전망 및 성장패턴, 특징 연구를 통해 대인도 권역별 경제협력
강화전략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특
 히 인도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초대형 국가이며,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 각종 제도 및 규제,
인허가 상황이 권역, 주별로 달라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도 국가 차원보다 보다 실용적인 권역별, 주별 차
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함.
-대
 통령께서도 중국과 함께 인도를 권역별, 주별로 심층 연구해야한다며 후속조치를 지시함.(2009년 3월
비상경제대책회의)

● 기대효과
● 인도의 권역별, 주별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인
 도는 중국과 함께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초대형 국가이며,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 각종 제
도 및 규제, 인허가 상황이 주별로 달라,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도 국가단위보다 주정부단위의 접근전략
이 보다 실용적임.
-대
 통령께서도 중국과 함께 인도를 권역별로 심층 연구해야 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지시
함.(2010년 3월 비상경제대책회의)

▶ 연구책임자 | 조충제 부연구위원

20

주요 신흥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및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프리카는 지구상의 마지막 신흥시장, 미개발의 자원 보고, 국제정치적 중요성 등의 다중적 가치를 가지
고 있는바, 세계 주요국들의 아프리카 진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전
 통적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개발원조 및 통상협력 확대, 외교 강화 등을 통해 아프리카
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음.
● 최근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동남아 등의 신흥국들도 아프리카와의 남-남(South-South)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오
 늘날 아프리카의 주요 교역파트너로 부상한 중국은 ▲대규모 차관 제공, ▲인프라 투자, ▲각종 외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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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노력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인도는 ▲저비용 생산방식과 개발경험 전수 ▲IT 서비스 및 제약 부문 진출 ▲교육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자원개발 진출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도-아프리카 무역은 지난 8
년간 10배 이상 증가함.
- 이외에도 브라질, 러시아, 동남아 국가(말레이시아 등) 등 주요 신흥국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빨라지고 있
음.
● 신흥국들은 보다 호혜적인 개발원조, 대규모 투자, 신흥 산업진출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는바,
이 국가들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신
 흥국들은 기존 선진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략 전략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 ‘차별화된’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신흥국들의 대 아프
리카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의 아프리카 전략 수립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임
-신
 흥국들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및 전략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차별화된 대 아프
리카 경제협력전략을 수립

● 기대효과
-주
 요 신흥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분석, 선진국의 전략과 비교, 시사점 도출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
라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수립에 일조함.
-선
 진국 및 신흥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한국형 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함.

▶ 연구책임자 | 박영호 부연구위원

21

향후 북중 경제관계 변화가 남북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북한은 2010년 9월말 당대표자 회의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였음.
-후
 계체제의 공식화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 5월과 8월 두 차례의 방중을 통해 북중관계를 공고
히 하였음.
-포
 스트 김정일체제 하에서의 안정적인 정권교체는 물론 북한의 최대 과제인 경제발전과 관련해서도 가
장 중요한 것인 북중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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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 하에서의 북중 경제관계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
가 필요함.
●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음.
-북
 중 경제협력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최근의 경제협력은 그 규모나 내용,
방식 등에 있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음.
-이
 러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조짐에 대해 북한경제의 발전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측면
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예속화와 남북경협의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각
도 존재함.
● 최근 중국의 대북 경협확대는 동북진흥계획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중
 국 정부는 2003년경부터 동북진흥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이 지역을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북경-천진하북지역에 이은 제4의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음.
-북
 중 경제협력이 200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동북진흥계획이 추진된 시점과
맞물려 있음.
-이
 러한 동북진흥계획 추진과 북중경협의 확대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북중 접경지역의 SOC 부
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활성화임.
-중
 국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철도, 도로, 발전소, 항만, 공단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
으며, 이는 북중경협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북중경협이 최근 들어 전면적·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북중
경협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포스트 김정일체제 하에서의 양국의 경제정책, 경제협력의 추진배경과 특징, 경제관계
의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제를 모색,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최
 근 북중간의 경제협력 확대 배경 및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전망
-북
 중경협이 북한경제 개발 및 체제변화에 미치는 효과 검토
-중
 장기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및 방안 제시

▶ 연구책임자 |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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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과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이 역할이 강화되며 개도국-개도
국, 개도국-개도국-공여국 간의 원조 협력형태인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글
 로벌 경제위기로 DAC 전통공여국의 원조 확대 공약의 이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발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도국 및 신흥공
여국의 남남협력,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전통적인 북남협력을 보완하는 새로운 원조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남남협력, 삼각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대해 유엔과 OECD/DAC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추진되고 있음.
-2
 010년 3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남남협력과 역량개발에 대한 고위급회의에서도 남남협력에 대
한 공동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함.
●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의제이자 HLF4 주요의제인 남남협력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후 남남협력의 효과
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추진방안과 향후과제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와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전통
적 개발원조의 중요한 보완수단으로 인식되는 남남협력 효과성제고와 전략적 활용을 위한 방향성 제시
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함.

● 기대효과
● 남남협력, 삼각협력의 정책 방향성 및 전략 수립을 통해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남남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
는데 기여함.
-남
 남·삼각협력 효과성 제고 논의를 위한 어젠다 구축과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
제시에 기여함.
-우
 리나라에 적합한 남남·삼각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 강화에 기여함.
-M
 DG 목표와 빈곤퇴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
로서 선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함.

▶ 연구책임자 | 권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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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서비스산업 무역구조 변화와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제조업의 성장만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부
진은 성장-고용-소득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
 한 서비스 수요는 재화와 달리 저장이 불가능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국내에서 최종적
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외환경변화에 비교적 작게 영향을 받음.
-이
 와 관련하여 박순찬(2007)은 서비스 교역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개방의 원천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
적한 바 있음.
● 이에 최근 한·중·일 3국은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제완화 및 독점제거, 가격 자유화, 인력양성, 경쟁 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역내 통합에 대한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중·일 3국 서비스 산업의 무역구조 및
경쟁력을 파악하여 비교우위 산업을 가늠할 필요가 있으며,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무역구조의 특성 변화 및 그 요인을 도출하고, 현
재 논의 중인 FTA 등 역내 통합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역내협력(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한
 중일 3국간 서비스 산업 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개선과제 도출

▶ 연구책임자 |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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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경제동향과 국제경제규범의 변화를 파악하고 주요지역 및 국가들의 경제제도·정책 내용을 분석
-우
 리 정부와 기업의 대외경제정책 개발과 경영전략 수립에 기여
● 특히,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중국과 관련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
음.
-중
 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강화 추구를 위해 방대한 중국정보의 체계화 종합화를 통해 정보공유를 확대하
고, 민ㆍ관ㆍ학을 망라하여 중국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립
-글
 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지역 관련 정보를 중국지역연구자 등 관련 전문
가와 정책담당자, 기업인, 중국을 알고자 하는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을 위해 중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전문가포럼(China Specialist Forum) 웹사이트를 운영
-정
 보 네트워크와 인적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된 국내 최고 규모 및 수준의 중국전문 포털사이트 운영

● 기대효과
● 장단기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연구정보 제공을 통해 정부 및 기업의 대외정책 개발 및 국
내여론 형성에 기여
● 중국 관련 현안대응체계 제고
-양
 국의 교류촉진과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수립 및 대응방안 제시 등에 시공을 초월하여 즉각적인 활용 가
능한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
-중
 국관련 연구자들과 기업들, 교수,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중국정보
제공서비스의 창구 역할 담당

▶ 연구책임자 |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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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부

록 |

조직

원장

부원장

감사

북경사무소

국제거시금융실

● 국제거시팀
● 국제금융팀
● G20연구단

무역투자정책실

● WTO팀
● FAT팀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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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

● 중국팀
● 일본팀
● 유럽팀
● 미주팀
● 동서남아팀
● 아 . 중동팀
● 지역연구협력팀
● 중국 권역별. 성별연구단

● 동아시아협력팀
● 통일국제협력팀
● 개발협력팀

지식정보실

● 자료팀
● 전산팀
● 출판팀
● 홍보팀

연구조정실

● 기획조정팀
● 총무인사팀
● 예산회계팀

미KEI

| 부

록 |

조직별 업무 분장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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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시금융실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 산업 개방에 대한 연구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연구
•국제금융센터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
•남북한 금융·통화 협력에 대한 연구
•한국의 무역·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 수출입 및 무역구조에 대한 연구
- 국제투자(FDI, ODI)에 대한 연구
•WTO 연구
- WTO 및 다자차원의 국제무역질서 정립에 대한 연구
- DDA 협상의 영향 및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

무역투자정책실

-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업무
•FTA 연구
- 지역무역협정의 동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
-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략에 대한 연구
•APEC 연구
- 아·태 경제협력 및 APEC 관련 연구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업무지원
•미·일·중·러, EU, 중동구, 중남미, 동서남아, 중동·아프리카, 대양주 등
주요 지역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주요 지역별 대외경제관계의 현황 및 對韓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주요 지역별 경제정책 및 제도,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센터

•ASEM 관련 연구 총괄
•대외경제전문가풀(KOPIE) 운영
•세계지역연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DB 구축사업
• 중국의 경제환경, 투자환경, 시장특성, 발전전략, 내수시장 규모/특성 등에
대하여 각 권역별 혹은 성별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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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업무 분장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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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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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지식정보실

•전산 운영
•연구성과물의 출판, 배포 및 홍보

•사업계획 수립, 실적평가, 세미나, 연구용역
연구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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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예산 현황

세입
1. 정부출연금
2. 자체수입

예산액(원)

세출

22,516,000,000

1. 인건비

7,902,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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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8,580,000

8,198,291,000

2. 연구사업비

20,105,289,000

3. 경상운영비

1,559,000,000

4. 시설비
합계

예산액(원)

합계

556,000,000
30,418,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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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연구직

원장

위원급

원급

44

36

1

전문직

행정직

기능직

합계

7

9

16

113

⦁ 연구진 현황

* 2010년 12월 현재

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부원장

정여천

러시아 및 한·러 경협(독, 뮌헨대)

연구조정실장

서진교

WTO 농업통상(미, 메릴랜드대)

국제거시금융실장

박복영

국제금융, 국제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서울대)

무역투자정책실장

김준동

서비스 / 외국인투자(미, 시카고대)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

김흥종

유럽연구 / 통상 / FTA(서울대)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조명철

북한경제 / 남북경협(북, 김일성종합대)

지식정보실장

김윤실

정보관리 / 정보정책(연세대)

김상겸

아·태 경제협력 / 무역원활화(미, 펜실베니아대)

윤덕룡

금융협력 / 남북경협 / 거시금융(독, 키일대)

이장규

중국경제(미, 피츠버그대)

이창재

경제협력 / 개발협력(프, 파리Ⅰ대)

조종화

환율제도 / 국제금융(미, 워싱턴주립대)

최낙균

통상 / 무역(미, 텍사스오스틴대)

권 율

ODA정책전략(서강대)

김양희

일본경제(일, 동경대)

박월라

중국경제(중, 사회과학원)

이재영

러시아, CIS 경제(러, 모스크바국립대)

정성춘

일본 / 환경 / 기술경제(일, 히토츠바시대)

정 철

국제무역 / 문화 / 노동(미, 미시간대)

정형곤

경제협력 / 남북경협 / 경제특구(독, 쾰른대)

지만수

대중투자(서울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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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강유덕

서유럽(프, 파리정치대)

권기수

남미 / MERCOSUR(한국외국어대)

김규판

일본경제(일, 게이오대)

김영귀

무역수지 / 농업(미, 미시건주립대)

김태윤

동서남아지역(미, 오클라호마대)

김한성

동남아 / 대양주 / 원산지(미, 워싱턴주립대)

박영준

국제금융 / 금융협력(미, 버지니아대)

박영호

아프리카 / ODA(한국외국어대)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부연구위원

국제통상법/ CIS지역연구(고려대)

성한경

서비스 / 경쟁 / CGE(미, 오하이오주립대)

손기태

동서남아지역(미, 뉴욕주립대)

송영관

국제무역 / 서비스(미, 위스콘신메디슨대)

양평섭

중국경제 / 산업·무역(한국외국어대)

이동은

국제금융 / 거시금융정책(미, 인디아나대)

이승신

중국경제 / 외국인투자(대, 국립정치대)

이준규

FTA / 북미경제(미, 남가주대)

장용준

FTA(미, 인디애나대)

정지원

국제무역 / 국제개발협력(미, 플로리다대)

조미진

무역과 개발 / IPR(미, 브라운대)

조충제

인도지역경제(한국외국어대)

한바란

아중동경제(미, 코넬대)

허 인

금융협력(미, 로체스터대)

김박수

유럽(프, 그레노블대)

윤창인

무역 및 환경(한양대)

윤성학

중앙아시아(연세대)

조영관

중앙아시아(모스크바)

초청연구위원

초청연구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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