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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

2

을 강화하는 것이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

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하다고 주장한다.

이었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신흥경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국제무역이 급격히 위

제권에 대한 경고음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세계경

축되었으며 동시에 일부에서는 보호주의적 조치

제 전체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즉 글로벌 경제의

들이 사용되었다. 제3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의 진로

계무역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형적인 보

에 대해 심각한 의문들을 던졌다. 2008~09년의

호주의적 수단과 다른 ‛모호한 보호주의(murky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긴

protectionism)’의 도입을 그 특징으로 지적한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선진경제와 신흥경제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가 지닌

그리고 두 경제권 사이의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달러가 전 세계

래했다. 금융위기가 국제 무역, 금융 및 통화 체제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형태의 ‛과도한

그리고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갖는 것은 다양한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의미에서 불균형을 낳을 위험이 크다.

이 책은 우선 제2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

제4장에서는 국제통화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인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후 이루어진 금융개혁에

저자는 SDR에 기초한 통화체제 형성이나 금본위

대해 평가한다. 저자는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이 담

제 부활과 같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

당하고 금융안정은 금융규제기관이 담당하는 전

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달러 중심의

통적인 역할 분리가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

체제도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신

단하고, 이 두 기능을 통합하여 거시건전성 정책

달러가 유로나 중국 위안화 같은 다른 통화들과

요약집

(deleveraging)’, 즉 채무감축을 달성하기는 쉽

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이행과정을 순조롭게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재정적자 문제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 즉 연금 및 의료비

금융위기가 낳은 장기적인 결과 중 하나는 G20

부담 그리고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결하여

이 G7을 대체하여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조정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회로 등장한 것이다. 제5장은 글로벌 거버넌스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

로서 G20의 등장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

한 문제이며, 거시변수의 예측에 비추어볼 때 현

하고 있다. 저자는 G20 등장이 세계경제 지형의

재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조만간 어려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G20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Policy Analyses

공존하는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은 아직 미완의 조직임을 강조한다.
G20의 등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또 다른 결과는 경제적 비중이 한층 증가했다는 점
이다. 제6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경제권의 강
건한 성장세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
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정체
에 따른 신흥경제권의 수출둔화 가능성과 인플레
이션 압력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7장에서는 신흥경제권 중에서 특히 아시아지
역 국가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 신흥경
제권은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며,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은
선진국 경제와 상당 정도 ‛분리된(decoupled)’ 것
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가 심화되면서 이 지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저자는 아시
아 신흥경제가 여전히 대외 금융환경에 크게 좌
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성장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비교하면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
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경제권의 문제를 다
룬다. 성장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디레버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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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전

복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편 미국은 교토 의정서 탈퇴에도 불구하고, 전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저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을

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기

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

술개발 및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을 정책 어젠다로

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추진하는 등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차세대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은 종합기술로서

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

모든 과학기술이 총망라되고 조합된 복잡한 기술

데, 이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

이며,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

화하는 등 현재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

라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용화

이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국가 에너지

원인이며, 현재의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한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는 상황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

‛National Energy R&D Portfolio’ 계획을 수립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를 극

하여 에너지기술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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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2035년까지 핵 발전소, 천연가스와 청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정석탄(clean coal) 화합물, 풍력 및 태양광 등

함께 부통령 책임하에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

청정에너지원에서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충당

(NEPDG)을 발족시켜 안보, 환경, 기술개발 및 경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하이

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브리드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 생산을 증가하고,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2월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정유 및 가스 회사에 대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연료이니셔티브

한 세금보조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Hydrogen Fuel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향

캐나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

후 5년간 17억 달러를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균형, 경쟁, 협

투자하기로 하였다. 2006년 연두교서에서는 에너

력, 혁신, 비용절감 원칙하에 2005년부터 적극

지 분야 R&D에 20% 이상의 증액과 함께 2013년

적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 실용화계획을 밝히는 등 신재생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소

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서 적

이후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청정에너지 기술에

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

대한 투자와 고용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

대응을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전

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수소 생산기술과 연

술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기

료전지 기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

후변화법안은 미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정책

며, 2007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20억

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 시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 녹색경제 전략의 지침이 될 전망이나, 지난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 상업화를 위해 노력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

하고 있어 향후 캐나다의 시장 확대 노력을 주목

서의 통과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 불

또한 캐나다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

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 및 정부의 강력한 규제

장’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권한 등으로 환경보호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일반

최근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적인 평가이다. 여론조사, 선거유세 등에서 환경

반증하고 있는 것은 2011년 1월 25일에 발표한

문제가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연두교서(The State of

및 주정부는 원유, 가스, 광물자원 개발 시 철저한

the Union)에서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래의 승리(Winning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최근 오일샌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주민의 자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

원개발 반대 및 연방 차원의 자원개발규제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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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추진하여 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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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면서 석유 및 광물기업들의 사업추진에 불
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coAction’에
포함된 일련의 정책들은 보수당 정부가 환경문제
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
이라는 평가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
을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제도
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에 대응, 국제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
융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
충하고자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주요국들은 경기부양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
해서 녹색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녹색성
장은 이제 국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인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진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
의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녹색 플랜하
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조세혜택 및 각종 인센티
브,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민간투자를 위한 각
종 혜택 등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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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이창재·방호경 (2011. 12)
ISBN 978–89–322–1352–1 / A5 / 212면 / 10,000원

980년대 말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

1

노력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

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으로써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

(한·중·일)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 정상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정치·경제

간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이 정상회담이

체제의 차이와 과거사 문제의 잔재 등 동북아지

정례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

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최된 한·중·일 3국 정상간 회의 이후에는 아세

관한 논의는 국가간 협력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난 3국간 정상회의의

국지적 협력과 낙후지역에서의 자원개발과 인프

정례화도 이루어졌다.

라 구축 및 인근 지방 혹은 도시간의 협력 등을

한·중·일 3국 모두 뒤늦게 세계적 지역주의 추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대부분이 괄목할 만

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다수

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의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작 3국간에는 아

반면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

직까지 어떠한 FTA도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적 경제통합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긍정적 상황 전개가 3국간

적 빠르게 진전되었다. 한·중·일 3국의 역내교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역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10년에는

1999년 마닐라 한·중·일 정상회동 시 합의에

22.5%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홍콩, 마카오 및

따라 3국 연구기관간 수행되어 온 공동연구는

대만을 포함시킬 경우 동북아(한·중·일+HMT)

2003년부터의 한·중·일 FTA 연구를 토대로

역내교역의 비중은 2010년에 37.3%에 달했다.

2009년 한·중·일 FTA 관련 연구를 정부 차원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의 논의로 격상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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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한·

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가

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

각기 이루어졌다.

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 확산과 더불어

동연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될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다.

그룹에 의해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한편 제도적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먼저

2002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도 이를 중장

시작되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아세안+3국 경제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아세안+3국 전문가

통합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1997년 12월 제

그룹에 의한 EAFTA(East Asia FTA) 연구 및 한국

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 정상회

이 주도한 제2기 EAFTA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

의가 정례화되었으며, 그 후 아세안 10개국과

러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인 아세안

한·중·일 3국간 주요 장관회의 및 고위당국자

+6국전문가들이참여하는CEPEA(Comprehensive

회의도 정례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13개국간 경제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연구도 추진

협력을 논의할 장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되었다. 그리고 제2기 EAFTA 연구 및 CEPEA 연

아세안+6개국(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구의 건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였다.

준비하기 위한 정부관리 차원의 4개의 실무작업반

아울러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기능적 경제통합도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3국의

동아시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됨으

역내교역 비중은 28.6%에서 39.7%로 상승하였으

로써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며, 2010년 아세안+3+HMT, 아세안+6국 및 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세안+6+HMT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51.9%,

경제, 특히 EU 및 미국 경제의 경제부진이 예견

45.1% 및 56.2%를 기록해 NAFTA(40.5%)에 비

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점차 세계경제를 견인

해 높았고 EU(56.3%)에 비견될 수준에 이르렀다.

할 성장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

보다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역내 국가간 FTA 체결

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및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미 1992년에 AFTA 협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이 아세안 여섯 국가 간에 체결되었지만, 동아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

시아 국가간 본격적인 FTA는 싱가포르가 2000

지하는 비중이(인구 변화를 감안한 상태에서) 동

년 11월 뉴질랜드와의 FTA에 이어 2002년 1월

아시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820년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동

수준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

아시아 국가간 다수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으

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

요약집

한국정부도 한·중·일 FTA에 우선순위를 부여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하고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일 FTA 협상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FTA 추진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안보적

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자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

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본과의 양자간 FTA 추진 이전에 3자간 FTA를

동아시아 역내국간 아세안+1 FTAs를 비롯한 다수

추진하는 것은 양자간 FTA가 상대적으로 용이하

의 FTA가 체결되었고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준

다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

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

서 한·중 FTA와 한·일 FTA 중 어느 하나를 먼

직 한·중·일 3국간 F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저 시작하는 것보다 한·중·일 FTA를 먼저 추

서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3

인 과제는 한·중·일 3국간의 FTA 실현이다.

자간 FTA의 선호 결정은 향후 지속될 한·중·

즉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

일 3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

원에서 동아시아 FTA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아

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

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일 FTA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아시아 시대
의 도래라는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FTA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심
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FTA는 경제교류 확대와 더불어 인
적·문화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져 3국간 신뢰구
축을 촉진시키고 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킴으
로써,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제 한·중·일 3국은 지역통합 관련 동아
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FTA
실현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 한·중·일 FTA의 조기 실현
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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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윤덕룡·오승환·백승관 (2011. 12)
ISBN 978–89–322–1353–8 / A5 / 292면 / 10,000원

20 l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

본

래되는 민간시장이 없어 결제통화 및 투자통화로

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

서 사용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IMF가 세계 중

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두 번째 대안으로서 미 달러화를 포함한 여러 통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제통화 가능성과 지역통화

화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극체제의 출현이다. 많은

체제의 대두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국제통화체

학자들은 미 달러화, 유로화와 위안화 중심의 삼

제의 변동조건과 대안으로서 다극적 국제통화체

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

제의 출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통화의

석결과를 종합하면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제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가 당분간 지속되거나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경

먼저 미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제도의 대안

쟁하는 양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기축

화 중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통화를 미 달러화에서 SDR로 대체하는 것이다.

먼저 미 달러화는 현(incumbent) 기축통화이기

찬성론자들은 SDR의 국제준비자산으로서의 역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규모의 GDP, 금

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70년대 말에 거론

융자산, 유동성이 높은 직접금융시장 등을 가지고

되었던 대체계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다.

대체계정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애로점은 계정

한편 유로화가 경쟁통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

로지역의 수출규모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잘

한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SDR이 거

발달된 간접금융,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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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에 다른 통화권이 창출

및 차별화된 공산품 수출의 높은 비중)를 가지고

되어 삼극화된 통화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달러화 중심의 단일체

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그렇다면 아시

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향후 유로화가 경쟁통

아의 통화권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화로서 기능하는 양극체제의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지역이 특정통화 중심의 통화체제를 갖추

위안화가 제3의 국제통화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

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동통화 도입을 통한 통

하여 본 연구는 삼극체제는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화권 형성은 더 짧은 시기에 가능하다. 가능한 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위안화의 강점은 중국의

안으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 및 수출규모, 최대 외환보

논의가 있었던 ‛ASEAN+3(한중일)’ 중심의 아시

유액, 순채권국, 낮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

아 통화 도입이다. 소위 아시아통화단위(ACU:

그리고 안정된 위안화 가치와 상승 추세에 있다.

Asian Currency Unit)를 창출하여 거시경제적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도 위안화의 입

협력에 활용하고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 사용한다

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대표적 약점으로

면 아시아통화권의 설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

철저한 자본통제, 얕은 금융부문, 여전한 금융억

다. 그러나 ASEAN+3의 13개국이 새로운 통화

압 등이 지적된다. 또한 금융자산도 축적되지 못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

했고, 외환 및 민간채권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

하는 문제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되지 않았으며 국제화 수준도 낮으며, 금융시스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핵심집

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외 상대적으로 정치적

단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치앙마이이니셔티

위험이 높아 자본자유화의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브(CMI)와 같은 역내협력 논의를 고려해보면 각

문제 해결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

국의 상이한 이해,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차

로 가까운 장래에 위안화가 삼극체제의 한축으로

이, 그리고 경제수준이나 규모 등의 차이가 심하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여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

파운드화와 엔화도 경쟁통화의 대열에 들어가지

서 좀 더 소수의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통화권 형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순채무국이면서

성을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부

아시아 지역 통화권 설립에 주도적인 입장을 관

문이 국제화되지 못하고 자본통제가 심하다. 세

철할 수 있는 대안은 한중일간 통화협력이다.

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및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

3국은 이미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

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군사비 지출 비중도 감소

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을 시작했다. 우선은 위기

하는 추이를 보여 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있음을

대응 차원의 협력에서 시작되었지만 환율협력이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도입 등으로

달러화 중심의 단극적 통화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일 협

것이나 이후에는 유로화와 분점하는 통화체제가

력사무국의 설치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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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도 구비하게 되었으므로 3국간 통화협력이

안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이 점점 더 많이

진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한중일 통화협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력을 위해 동아시아통화단위(EACU: East Asian

를 위해 외환보유액의 충분한 확보와 합리적 활용

Currency Uni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ACU를

이 요청된다. 또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이 한국경

중심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경우 상

제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

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러

제적 불안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각 경로에 대한

화에 대한 의존도도 축소할 수 있다. 달러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관리시스

통화체제가 불안해지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이

템을 도입하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통화를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둘째, 거시경제적 대외연계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

수 있으며 역내거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되므로 이에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중일이 EACU를 도입하여 통화협력을 추진하

미국시장을 대체하여 세계적인 소비시장을 제공

는 경우 굳이 물리적 통화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

이 환율을 이용하여 협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

축통화의 기능약화는 미국시장의 구매력을 감소

다. 또한 3국간 환율조정을 위한 환율메커니즘을

시키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소비의 성장률 자체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병행통화

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중심의 경

(Parallel Currency)를 도입하여 활용하면 단일

제운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했었지만 향후

통화체제로의 이전까지 협력의 이득을 누릴 수

에는 지역내 소비시장과 통화체제의 구축에 관심

있다. 완전한 통화통합이 아니더라도 통화통합이

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국내경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의 상당 부분을 향유할 수 있

제에 연계시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 중심의 통화협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력을 추진하고 EACU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셋째, 한중일 통화협력 체제의 구축에 앞장서야

기간에 동아시아 통화권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한다.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수준, 경제발전단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ACU의 구성은

계, 금융시장 성숙도, 국내소비시장의 규모, 일인

CMIM에서 3국의 비중만큼 한중일이 1:2:2의 가

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통화 창출이 대

중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비율

안이다. 지역통화협력의 추진은 먼저 협력을 추진

로 구성한 EACU의 환율을 본 보고서에 제시하였

할 수 있는 핵심집단을 구성하여 협력을 주도하도

으며, 이를 기준으로 거시경제협력을 할 경우 유

록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크고 협

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력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중일이 아시아 지역 통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

화협력체제의 구축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은 아래와 같다:

넷째, EACU를 도입하여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첫째, 국제통화체제는 당분간 달러화를 기축통화

제공하고 거시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시화할

로 한 기존의 체제가 유지 될 것이나 시스템의 불

필요가 있다. 한중일간 공동통화 단위인 EACU를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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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상적으로 도입하여 그 환율을 지속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환율을 활용하여
역내 거시경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환율협력이나
안정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
구에서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1년 11
월까지 EACU 환율을 연간, 월간, 일간 데이터로
작성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
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 아시아 통화체제와 관련한 역내 협력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협력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 장래
의 일까지 사전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우면 우선적
으로 현재 필요한 협력과 그 일정 및 순서들에 대
한 계획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체
제가 불안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정부의 역량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특히 통화체제와 관련한
아시아의 대안마련에 구심점이 된다면 3국 경제
와 역내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하
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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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아직 덜

중

장 규모가 증가하고 중국 대형은행의 자산규모가 세

발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2000년대

계 10위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지만 중국 금융기관의

초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시적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창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된다고 한다면 실물부문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발전

이후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과 물가상승, 그리

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금융의 발

고 부동산가격 급등 등은 중국 금융부문의 위험을 다

전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GDP 대비 금융자

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산 비율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약

이 같은 경쟁력 부족과 정부의 금융개입은 중국이 환

70%에 이른다. 부문별로 보면 여전히 간접금융, 즉

율유연성을 확대하고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장

은행업이 전체 금융의 75% 이상에 이를 정도로 압도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융개

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발전은

혁 혹은 금융자유화는 국내금융개혁(금리자유화, 은

지체된 상태이다. 중국 은행부문의 취약점으로 지적

행민영화 등) → 환율변동성 확대 → 자본자유화 →

되었던 부실채권 문제와 재무건전성은 2000년대 초

통화국제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궁극적

반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양

목표는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드는 통화국제화로

적 성장과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정부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에 대

소유, 이자율 통제 등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

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중국 정

입,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 자

부의 의지가 한층 강해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시장과 투자은행업의 미발전 등은 여전히 중국 금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위

융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

안화 국제화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

요약집

유화를 위해서는 국내금융개혁이라는 최소한의 선

나갈 수 있지만, 위안화를 투자통화 나아가 준비통화

행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는

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화국제화의 전제조건이 먼저

아직 크게 미흡하므로 위안화의 자본계정 태환성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

단기간에 확립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중국은 국내금

로 사용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

융개혁(금리자유화, 은행민영화 등), 환율변동성 확

도 위안화를 보유한 비거주자가 중국에 투자를 자유

대, 자본자유화, 통화국제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롭게 할 수 없다면, 즉 자본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위

것이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안화 국제화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국내금융개혁, 환율변동성 확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의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 자본자유화를 동시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

전망된다.

다. 그런데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다시 환율의 유

현재 중국의 금융체제가 국제적 보편성을 갖추었다

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정한 환율수준을 유

고 보기는 힘들고, 그 발전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

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에서 자본이 자유화될 경

며 선진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성장을

우 투자자들은 투기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위안화가 기축통화

라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자유화 이전에 변동

로 발전하기보다는 달러화, 유로화에 이은 세계 주

환율제로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요 국제통화의 하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후 신흥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현실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국 달러를 대체하

본 보고서의 모의실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기보다는 미국 달러와 유로에 이어 세계 3대 주요 국

이 자본자유화를 한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

제통화로서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겠다는

고자 한다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을 경우에 비해 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적 충격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통화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조만간 환율의 유연성을

으로 시작되면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을

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역내 변화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

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

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외부로부터

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의 위안화 절상압력과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만 무역 및 자본거래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달러 의

고려하면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다양한 측면에서 중

존, 주변국과 복잡한 이해관계나 미국과 관계 등을

국에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자본 이동에 따른 국내경제의 교란을 계속 우려하

까지의 ASEAN+3 통화·금융협력의 성과를 바탕

고 있기 때문에 단기자본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은 당

으로 역내 무역에서 자국통화 결제와 역내 통화의 투

분간 엄격히 금지하겠지만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자 및 용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간

제한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완전한 자본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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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우리나

본

과는 크고 보다 오래 지속된다. 주요 전망기관들

라 대외 위험요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

은 향후 5년 동안 평균 10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고, 중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을 선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산유국들의 정세

별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

불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유가

이션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가충격

상승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요 수요증

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경우 이보다 다소 낮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산

은 90달러 수준에서 유가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업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했다는 점을

제3장에서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

발견하였다. 즉 1990년대 유가의 상승은 원유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수출 가

입가를 높여 수입액 증가만을 야기하였으나, 석

격에 전가되는 환율전가율은 1990년대 이후 지

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2000년대에는 수출액도

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액 증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분석에서

가가 수출액 증가보다 커서 유가 상승은 무역수

원/엔 환율의 상승은 오히려 수출 가격을 높이는

지 적자를 초래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유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

상승은 석유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단기적으

재와 자본재 수입 비용 상승이 수출 가격에 반영

로 산업생산 증가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유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원/유로 환율

충격의 비대칭성(asymmetry)을 고려할 때, 유

이 우리나라 수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가 상승 충격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작고

금융위기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졌으며, 유

단기적이나, 유가 하락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

로 가치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 가격을 높이고

요약집

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유로지역 재정

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

위기는 그리스의 채무 문제 해결 양상에 따라 그

데,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우리나라 수출을 증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규모 국채

가시킨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나, 원/달러 환

만기가 도래하는 2012년 상반기 중 그리스의 채

율의 변동성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을 감소시키는

무재조정 혹은 파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효과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관찰되고

리스의 채무재조정이 유로지역 금융권의 추가적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수입을

인 부실을 막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소시키는 효과는 전 표본에 걸쳐 관찰되었다. 주

유로지역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

요 전망기관은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

되면서 세계경제는 0.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절상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

하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가 무질서한 파산을 하면, 유로지역 금융 시장이

와 주요국의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 노력 등

극도의 위험에 빠지게 되며, 신흥국 경제에도 위

국제금융 질서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험 프리미엄이 급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만

환율 변동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큼 세계경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

제4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

우 세계경제는 2012년 1.2%포인트, 2013년 2%포

향을 수출과 물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트 정도 성장률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 가치 상승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의 가격

제5장의 두 번째 절에서는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

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증가시킨

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11년 상반기 중 미

다. 위안화 가치 상승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을 증

국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었던 이유는 동일

가시키는 정도는 최종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순

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등 일시적인

이었다. 향후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예상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1년 말 현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중 교역에 긍정적인 영

재 경기선행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경제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장의 경기재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물가상승이 우리나라 수입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고

물가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

용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

키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물가의

고 있어 장기적인 저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중국의 인플레이션 동향에

다. 특히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미

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일 수 있고, 경기

제5장에서는 각 지역별 위험 요인을 유로지역 재

재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정위기 심화 가능성,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

제5장의 세 번째 절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괴나 금융권 부실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을 진단

제5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

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인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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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거품이 붕괴되는 상
황에 직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시
장은 아직 성장기에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부
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확장 계획을 이어나
가고 있다. 중국 금융권의 부실도 단기간에 문제
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중국의 성장 속도
와 중앙정부의 낮은 채무수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앙정부의 대처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신흥 개발도상국에
서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이에 따르는 금융권 부실
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 경착
륙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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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허 인·안지연·양다영 (2011. 12)
ISBN 978–89–322–1356–9 / A5 / 172면 / 7,000원

보고서는 2000년대에 신흥국에서 실시

본

제3장에서는 2000년대에 규제를 실시한 국가 중

한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해외자본 유

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점보다 규제 시점이

입규제 효과를 외국인 펀드투자 데이터 분석을

앞서서 분석이 가능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자본규

통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브

이전과 이후 신흥국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

라질,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다. 규

보았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자본유출입

제 시점을 전후로 해서 대상국가들로 유출입되는

이 활발했으며,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

자본의 흐름을 분석할 때, 규제 전후로 자본유출

제적인 자본이동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이후 신

입량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콜롬비아의

흥국으로 큰 폭의 자본유입이 재개되었다. 선진

경우 채권형 펀드로의 자본유입이 줄어들었으

국은 금융위기 중 통화량을 확대했으며, 신흥국

나, 다른 국가에서는 자본규제에도 불구하고 자

은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아 성장

본유입량이 늘기도 했다. 본 장의 분석은 유입규

세가 유지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확대

제 전후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자본유출입의 결

되었다. 1990년대에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정요인을 고려한 분석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신흥국에서 자본규제를

제4장에서는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으로 여겨지

실시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는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국내 금융시장 및

크로아티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등이

거시변수를 포함하여 자본규제의 효과를 분석했

규제를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자본유출입량뿐 아니라 자

의 자본유입이 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본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자본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어났다.

한국의 선물환포지션 규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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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권시장에서 자본유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규제가
모든 분석대상 국가의 외환 및 주식시장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동성 축소는 가져오지 못
했다. 자본규제 이외의 결정변수 중에 국제 금융시
장의 위험회피도를 나타내는 변수의 영향력이 컸
으며, 특히 국내시장의 위험도가 국제시장의 위험
도보다 낮을 때 자본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도 중요하다
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분석한 총 7회의 규제
중 2회만이 자본이동량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보
였다. 그러므로 해외자본의 유입 규제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내 금융시
장의 변동성 관리를 통해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을 축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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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박복영 편 (2011. 12)
제1권 ISBN 978–89–322–1357–6 / A5 / 342면 / 12,000원
제2권 ISBN 978–89–322–1358–3 / A5 / 318면 / 12,000원

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2

에 따른 규제의 부실, 낙관적 기대에 기초한 모멘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텀 투자 등이 두 위기의 공통된 원인이다. 반면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

이번 위기가 발발한 직후 통화당국이 최종 대부

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자로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대공황기와 달랐는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데, 이것이 긍정적 차이라면 부정적 차이는 위기

환경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합

로부터 얻는 뼈저린 교훈과 반성이 대공황기에

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외경제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며 우리의 장기적인 대외경

제3장에서는 위기 이전 글로벌 불균형의 주된 원

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인이 균형에서 벗어난 환율수준에 있었다기보다

본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위기의 조망, 글

는 미국의 저금리정책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로벌체제의 변화, 선진국 경제의 변화, 신흥국 경

미국의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과

제의 변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

잉소비를 가져왔고,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를 초래했다. 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제Ⅰ부 ‘위기의 조망’에서는 최근의 위기를 역사

는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적 시각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축소되고 중국의 수출증가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관찰한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1930년대 대

것이므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공황기의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두 위기의 원인

의 통화정책이 고금리로 전환되어 미국의 소비–

은 유사하지만 그 대응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

저축 구조가 변화될 때 비로소 글로벌 불균형의

견된다. 즉 자산가격 상승, 채무 축적, 금융혁신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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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부 ‘글로벌체제의 변화’에서는 위기 이후 국

제7장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9·11 사

제적 공조체제 혹은 세계경제 질서가 어떤 변화

태와 더불어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세계질서의

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한 축으로 부상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G20 체제에

가한다. G2 시대에 미·중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대해 분석한다. 신흥국의 경제적 지위 확대를 반

대립과 갈등에 기초한 신냉전 체제보다는 협의

영해 형성된 G20은 초기에는 경기회복이라는 공

및 타협에 의한 공동제휴 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통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국제공조의 성과를

전망된다. 다만 세력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

거두었지만, 점차 선진국과 신흥경제권 간 갈등

의 규칙과 규범을 정하지 못한 채 기존 규범의 공

이 표면화되고 있다. G20이 실질적인 글로벌 거

백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빈번

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고한 제도적

한 상호갈등과 반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교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제5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

제Ⅲ부에서는 선진국 경제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세

있으며,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

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한

상되는지 전망한다. 먼저 제8장에서는 글로벌 금

다. 이는 곧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

융위기가 유럽에 미친 충격과 대응방식을 비교

데, 그 주된 내용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분석하고, 유로존의 경제 거버넌스와 유럽의 미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및 수단

래를 전망한다.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는 단일화

개발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 내용은 각국의

폐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유럽의 경제

금융시스템 발전정도나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유

경제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럽통합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갈등은 위

제6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국제기후변화 규

기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유로

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부정적 영향

체제 붕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 긍정적 영향이 공존하는데, 부정적 영향은 위

이 위기가 오히려 유럽통합이 진화할 수 있는 기

기 이후 협상 당사국들의 상호 양보가 더욱 어렵

회가 될 것이다.

게 되어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불이행 가능

제9장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위기

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반면 협상의 중심이 선

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진국의 감축목표라는 직접 감축에서 개도국의 감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건전화는 단기적

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이동한 것은 기

으로 총수요의 감축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후변화 협력체제의 인프라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는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합의

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

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녹색무역 장벽이 확산될

과 현재 미국과 유로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

가능성도 있다.

건전화 계획이 세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정도

요약집

제13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상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환경에 나타난 변화

제10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소득

를 고찰한다.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에 나타난

분배에 초래한 변화와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살

중요한 변화는 보호주의적 정책의 등장, 지역무

펴본다. 현재까지의 통계만 보면 위기 이후 소득

역협정 확산, 개도국간 교역증대 등이다. 동아시

분배가 악화된 국가와 개선된 국가가 공존하고

아에서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진, 그리고 아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배 같은 사

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확대 등 경

회지표가 경제지표에 비해 늦게 현실을 반영한다

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

는 점과 불평등 심화가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기존 동아시아 협력의

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빈곤과 불평등이 확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소득분배 변화는 불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 이전부터

평등 확산의 제도적 기제 혹은 사회적 규범에 대

진행되었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

한 근본적 비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는 계기가 되었다. 구조변화의 핵심은 세계경제

마지막으로 제Ⅳ부에서는 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

의 무게 중심이 기존의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제11

옮겨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

장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그리고 국제금융

후 심화된 규제완화와 자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스템 등 여러 차원에서 신흥국 경제의 지위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

강화되고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하였

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규범에 기초한

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소득불균형, 자산버블

자본주의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

가능성 등은 앞으로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

만 이런 재구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협할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 간의 경제통합이 심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화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경계

세계경제 질서의 재구축 역시 명확하지 않다. 신

가 나타나면서 선진국 발전모델과는 다른 발전모

흥시장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힘의 이동은 G20

델의 등장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탄생시켰지만 그 체제

제12장에서는 이번 위기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

는 아직 불안정하며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기도 어

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금

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중

융위기 후에 재발된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및 식

국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어 세계경제의 거버넌

량 문제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미친 영향을

스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존에 발전되어

고찰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정치적 흡수능력

온 지역 차원의 통합과정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

이 부족한 국가에서 정치적 위험으로 발전하고,

다.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를 대신하고, 세계

이런 위험이 상품의 공급망을 훼손시켜 가격상승

경제의 다극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협조적 거버넌

을 다시 초래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스 형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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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로운 질서의 주도적 창조자가 되어야 할 신

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동아시아의 지

흥국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

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

이다. 중국은 소득불평등, 인플레이션, 잠재된 정

이다. 일본이 기존의 지역협력 틀을 존중하도록

치적 위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 다양한 국내

유도하기 위해서는 ASEAN 국가들을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국제질서의 창조자로 나설 여유와 능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지역협력에서

력이 아직 없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기존 질서의

과도한 영향력과 지분을 요구하는 것을 다른 국가

균열과 규범의 부분적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금

와 협력하여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융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상당
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
표는 당분간 외부적 충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
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금융시
장 및 국제적 자본이동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통상 환경
역시 당분간 다자 차원의 무역자유화 확대는 기대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국제통상
환경이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경계
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도가 높은 국
가들과 협력하여 G20 등의 국제무대에서 무역제
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신흥경제권의 성장률이 높고 세계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
장진출 확대 및 이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
한 수출시장 확대보다는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중
요한 협력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신흥시장
이 가진 정치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국제적 협
력을 통해 신흥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억제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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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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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

동

점에 대한 자체 인식에 따라, 아시아 위기 극복과

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

정에서 영·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지금의 동아시아 모델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적용

비해 다소 변형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영·미에

되어왔다.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방식에 어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개입, 수출 중시, 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조업 중시, 고저축률·투자율 등 동아시아 경제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높은 저축·투자율 등 상당

모델의 핵심적 요소들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한 공통분모를 지닌 동아시아 모델은 전후 이 지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기저에 흐르고 있

역의 장기적인 고성장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

다고 볼 수 있다.

했다는 것이 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한편 2007~0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대침체를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모델에

거친 뒤 2009년 하반기이후 동아시아경제가 보

내재된 과도한 정부 개입 등 일부 비시장적인 요

여준 강력한 회복세는 서구경제의 미약하고 불안

소들이 위기의 요인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특히

한 회복세와 대비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모델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도

과 영·미 모델은 이제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

영·미식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성이 있다. 예컨대 2010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

도입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상당수 동아시아국

은 중국 10.3%, 대만 10.8%, 한국 6.2%, 싱가포

은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 및 IMF의 이와 같은 주

르 14.5%, 홍콩 7.0%로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

장과 동아시아 모델적용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

해도, 또 이 국가들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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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회복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영·미를

1960~97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균 6%

비롯한 서구는 2009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내외로 성장한 반면, 영·미와 유로지역 국가들

이어 2010년에도 미국 3.0%, 영국 1.6%, 유로

은 평균 3% 내외로 성장하였다. 중남미나 아프리

지역 1.8% 등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독일(3.6%)

카 등 다른 지역의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성

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회복에 그쳤

장률을 기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인

다. 2011년에 회복세는 더욱 미약한 상황이며,

구증가율보다 현저히 빠르게 성장하여, 1인당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새로운 침체 가능

GDP 기준으로도 성장속도가 상위 10위 안에 모든

성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자신할 수 없는 더

국가가 속해 있었으며, 1960~97년 사이에 1인당

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GDP 규모가 5~1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

1970년대 말 영국의 대처 행정부와 1980년대 초

른 성장의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규모 면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이래 미국과 영국은 정부

서도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

개입의 최소화,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산업의 팽

내총생산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1

창, 높은 내수 의존 등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해

년 8.5%에서 1997년 20.7%로 크게 증가하였다.

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나라들과 IMF, 세계은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지난 반세기 동아시

행 등은 영·미 모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전

아 고성장의 배경에 전통적인 영·미 모델과 차

세계적 전파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유

별화되는 동아시아 특유의 발전전략이 자리잡고

화·민영화·정부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있음을 논의하였다. 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 모델을 적용한 중남미, 아프리

강도 높은 정부 개입, 제조업 중시, 수출 중시, 높

카 등의 경제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데다,

은 저축·투자율 등을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

2007~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

용으로 파악하고 그 네 가지 핵심요소를 영·미

미 모델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난 상황에서 세계

모델과 비교·평가하였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

각국은 영·미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들 나

물적·인적·금융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름대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성

주도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협소한 국내시장

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하였

된 1960년 당시 동아시아국들의 1인당 GDP는

다. 또한 동아시아국들은 고도성장기에 30~40%

영·미는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의 높은 저축률에 바탕을 둔 높은 투자율을 통해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도 아르헨티나나 칠레보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이 전략의 성공으로

다 1인당 GDP가 낮았으며, 한국과 대만은 케냐

동아시아는 이른바 미러클이라 불리는 호조의 경

나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제실적을 이루어냈다.

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성장속도 면에서 다

한편 일본, 대만, 한국, 중국의 발전전략에는 국

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가별로 몇 가지 차이점도 관찰되는데, 첫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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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률 유지,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

채택하였다. 둘째, 일본·한국은 높은 투자율을,

는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연구보고서

은 대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을 보였다. 셋째,
일본·대만·한국은 발전전략 측면에서 산업구
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 반면, 중국
은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오히려 중공업
의 비중을 낮추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발전시
켰다. 넷째, 대만은 금융규율 확립에 적극적이었
고, 한국은 관치금융의 영향으로 금융규율 확립
이 미흡하였다. 다섯째, 일본·한국은 외국인직
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중
국은 FDI 유치를 경제성장에 견실하게 활용하였
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
라 산업구조의 균형,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급격
한 대외환경 변화에의 대응력 확립 등에 차별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7~98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모델의 취약점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과 동아시아 내부의 지적이 있었고, 따라
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델만으로는 지속적인 성
장을 보장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위기극복 과
정에서 동아시아국들이 산업정책의 약화, 은행
민영화, 자본·무역거래의 자유화, 변동환율제
채택 등으로 영·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
으로써 전통적인 모델을 다소 변형시켰듯이, 앞
으로도 강건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인 동아시아 모델의 장점과 영·미를 비롯한 서
구 모델의 장점을 끊임없이 절충·조화시켜나가
는 전략의 선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고유의 정부 역할과 영·미 모델이 강조하는 시
장기능의 균형잡힌 조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 적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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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지

(1960~2011년)에 걸쳐 가격변동성의 증감이 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

복되는 가운데 2008~ 09년의 변동성이 가장 큰

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도 쌀 과 마찬가지로 변

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

동성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다른 곡물과 달리

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

1980년대 후반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 동안

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엷은 시장(thin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 대두와 밀은 서로 유사한

market)’이다. 또한 국제곡물시장은 상위 4~5

가격변동성 흐름을 보였다. 두 곡물 모두 1970년

개 수출국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

대 초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간에 걸쳐 가장

하는 반면 수입은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변동성이 감소하다

‘공급자 과점시장’이다. 따라서 수출국 가운데 어

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느 한 국가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시장

한편 전기와 후기 변동성 계측치 평균의 상이성을

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여기에 곡물 자체의 낮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옥수수를 제외한 쌀, 밀

은 수급탄력성이 더해져 조그마한 수급변화에도

은 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이 전기 변동성 계

국제곡물가격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측치의 평균보다 더 큰 것으로 검증되어 쌀과 밀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물 가운데 식량

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가격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안보에 중요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개 곡물

할 수 있으며, 대두는 반대로 후기에 들어 변동성

을 선정해 ARIMA, GARCH/EGARCH 시계열

이 작아졌고, 옥수수는 전기와 후기의 변동성 평

모형을 설정하여 달러 표시 실질 국제가격의 변

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후기의 변

동성을 계측한 결과, 쌀은 분석대상 전 기간

동성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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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결과 쌀과 밀의 경우 최근 들어 가격변동성이 커

다. 대두의 경우 자체 전기 가격변동성과 재고 수준

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오히려 변동성이 감

이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했고, 옥수수는 변동성 증대 여부를 통계적으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보기 위한

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VAR 모형 추정 결과, 국내 수입쌀 가격의 변동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을 동태패널모형으로

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

분석한 결과 전기 자체 변동성이 현 시점의 변동성

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쌀 수입구조의 특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옥수수 수입가격 변동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후 그 영향은 점

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 3개월과

차 감소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

4개월 전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4개월

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기 전에

및 5개월 전 국제 옥수수 및 대두 가격의 변동성

조기 완화의 필요성이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한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대두

으로 재고수준과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

가격 변동성 및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

동성, 그리고 지수펀드 등 곡물선물시장의 투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밀 수입가격

적 거래 증가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4개

나타났다. 재고증가는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월 전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반면 달러화 가치 변동과 국제유가 변동성은 곡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한편 곡물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쌀은 국

며,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증가도 곡물가격

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수입가격 변동성

개별 곡물의 가격변동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은 국제 옥수수 가격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

연립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

으며, 그 다음으로 밀과 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밀의 국제가격 변동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같은 곡

성, 그리고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물인 대두보다 다른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성에

비례하여 커졌다. 반면 쌀의 단수 변화와 쌀 가격의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밀 수입

변동성은 역관계이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투기적 거

가격 변동성의 경우 국제 밀 가격변동성이 가장

래 증가는 가격변동성과 정(+)관계로 나타났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 옥수수 가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격의 변동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

함께 쌀 및 대두 가격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

하면 우리나라의 수입곡물가격 변동성은 쌀을 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가격변동성에 영향

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을 주는 요인 중 재고와 투기적 거래 이외 다른 요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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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결과와 변
동성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으로 안정적
재고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곡물수급에 있어 일시
적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완충
재고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
으로 곡물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달러
화가치 및 국제유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
하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경제의 다른 부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필수다. 국제거래의 근간인 달러화의 가치 안정
과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가격의 안정은 세계 경
제나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곡물선물에 대한 지수펀드 등의 투기적 거래
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간 선물시
장 동향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
해야 한다. 특히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증가를
규제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순수입국 입장에서 자국
의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만 의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곡물비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선물
시장에 진입하여 선물과 옵션을 적절히 이용한 가
상의 금융적 비축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야 하며,
실제 곡물유통에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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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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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

본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

FTA 발효 이후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

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

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

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

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

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출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될 필요가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는 양측의 통상관계

대외교역에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

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EU

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 활용을 위한

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려는 움직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외교역 협상

EU의 역내무역은 EU 총교역의 65%를 차지하

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산

며, 총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4~07년 동안 EU

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는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EU의 신통상전략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27개국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대의 시장으로

조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부상하게 되었으며, 역내교역·투자 관계에도

EU 통상정책의 범위를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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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적용될 것인지, 우리 기업이 EU의 비관세장벽과

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 결정에서 유

경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

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절차적 합

다. 먼저 세이프가드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

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외국 입장에서는 앞

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으로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대표자인 EU

아직까지 EU는 양자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발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입장 또한 고

동한 사례가 없으며,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려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행법안에서도 발동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

시하고 있어 EU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남용될 것

기와 2008~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

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EU는 대중국 무

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EU FTA의

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

발효는 양국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의 사용비중이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

그 양상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

다.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EU 간의 잠재교역량

라서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을 살펴보면, 실질교역량이 이미 잠재교역량을 초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산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

업별 한·EU FTA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출

터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은 원산지규정

증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유사성과 보완성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후속

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시장별 비교우위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

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양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 내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측은 모두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원산지 부여 여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매우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산업군은 대부분 한·EU

중요한 문제이나, 한·EU FTA는 이 문제에 대해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북한지

양측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역의 역외가공지역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

산업내 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역외가공지역

따라서 수출경합도가 FTA 발효 이후 양측 무역활

의 최종생산품이 EU에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

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산업

며 EU의 산업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양측의 무역증대 가능성도

산 원산지 부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한·EU 간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은 몇 가지 변수에

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질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것으로 보인다. EU의 비관세장벽에 대처하기 위

세이프가드 조항과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요약집

잠재력’, ‘시장의 접근성 양호’, ‘양호한 비즈니스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통한 철저

환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

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

와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회원국별 다양한 비관

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기업협

세장벽’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의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기초 자문을 활성화하고

다. EU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진 중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연구 위주의 구체적인

한 강점요인으로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인 것

대응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특별히 공공조달시

높은 경쟁력’을 들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

는 않는다. 그러나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접

적·심리적 거리감’ 등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

근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EU 조달시장의 규모를

다. 설문조사에 따른 결론은 이미 EU 시장에 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

출한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EU 시

임은 분명하다. EU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확대

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참고사항이 될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가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

완료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른 FTA 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

설치함으로써 현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과 공공조달에 관한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FTA의 조정을

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동구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FTA 중 공통

유럽 지자체를 대상으로 EU의 구조기금이나 결

적인 부문을 선별하여 기본 FTA(템플릿)를 정비하

속기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는 일이다. 서로 다른 FTA는 기본 FTA plus 형식

인 관심이 필요하다. EU의 경쟁정책도 우리 기

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규제이다. 최근 한국

수 있다. 또한 세부 산업별로 서로 다른 FTA의 관

기업들은 EU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 및 제재를 받

세인하 폭과 스케줄, 산업별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

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경영위험을 줄이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 경우, 다양한

기 위해 EU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법

FTA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준수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규제조정의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보다 복잡한

본고에서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이 대

수립하기 위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

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FTA 간의 차이점이 가져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EU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안을 마련

시장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EU 시장의 막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 구매력’, ‘EU 신규회원국의 풍부한 시장성장

한편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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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FTA와 같은
무역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비교우위 산업
의 육성을 통해 전체적 경제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산업특화지역에 수혜효과
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력
유출, 산업시설의 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증진을 위한 FTA 정책
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국토
의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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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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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일

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

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

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

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다.

국의 GSP 운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

로, 먼저 2장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주요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

4개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여겨지고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 수혜제한 조치 및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

원산지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제반 요소가 상

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

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로 GSP 수혜대상국의 포함 범위가 국가별로 차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

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129개국, EU는 176개국,

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캐나다는 173개국, 일본은 137개국 및 14개 지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에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GSP 수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

혜품목의 경우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 캐나다는 정제설탕,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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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류제품, 그리고 일본은 의류(모피), 신발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품목이 대체

이다. 최빈국 및 중하위 소득국가에 GSP 제도의

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수출품목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GSP의 졸업기준을 완

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GSP 수혜를 어렵게 만

화하고,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제도를 폐

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한 것과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것 등에 대해

GSP 특혜율의 경우 4개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품목의 민감성 여부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이

에 따라 MFN 세율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

한다. EU의 경우 특혜품목을 민감품목과 비민감

하다. GSP 제도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

품목으로 나누어 상이한 특혜율을 적용하고 있는

라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데, MFN 세율 자체가 낮아 GSP에 따른 특혜 마

구축·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

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GSP 도입에 따른 일방적

한편 각국의 GSP 수혜를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캐

인 관세혜택 제공은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나다와 EU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한

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유사

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혜제한 조치를 검

한 ‘Escape Claus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하여 GSP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미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해 특혜적용을

안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CNL(Competitive Need

한편 기본적으로 GSP 공여는 수입증대 및 수입

Limita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

주목할 점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리나라가 GSP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에 운

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혜수혜

용하고 있는 특혜제도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파

국, 수혜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는 한·칠레,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SP 제도가 개도국의

한·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GSP 제

혜제도에서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해 보았는데,

도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 교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선정 시 칠레, ASEAN과

역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

체결한 FTA 및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

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

도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도인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EU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새로운

의 GSP 제도 개정 추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

라운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공

는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GSP 혜택

하던 양허수준에 비해 큰 폭의 양허 확대가 예정되

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GSP 도입 추진 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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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제도의 내용 및 도입 방식에 대한 종합적

약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국내농업 개방에 대한 민감성, APTA, GSTP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국 지위

혜품목의 포함 범위에 따른 다양한 GSP 도입 시

유지 등의 제약 요인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나리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및 수혜대상국에 미

GSP 도입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단계적 도입

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

방식의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라의 GSP 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 전체 및 수혜대

GSP의 단계적 도입은 초기 제한적인 제도 운영

상국의 실질 GDP와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기

로 분석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 GSP 도입의 필

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

요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

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에

한 우리나라의 GSP 실시는 APTA, GSTP 협정

따라 산업의 개방 폭을 달리하는 전략적인 접근

등 새로운 라운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개도국을

오히려 이를 GSP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이득이

대상으로 GSP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을 포함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APTA,

한 전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업 개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 따른 공통 양허

방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특혜 폭을 보수적으로 운

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를 저소득 국

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APTA, GSTP 협정의 특혜 침식을 방지할 수 있

필요가 있다.

으며, 특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GSP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려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과도기적 특성

토대로 GSP 도입 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

임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성요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여건에 맞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

는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GSP 제

는 APTA, GSTP 등의 개방 폭을 포괄하는 방향

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 상품에

으로 운용하면서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한 제도

대한 관세상 특혜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의 수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증대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

만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과의 FTA 체

수혜대상국 및 민감산업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

결 확대에 따른 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입시기와 시행하고

뿐만 아니라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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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도 그 이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APTA, GSTP
협정 회원국과의 우선적인 FTA 체결을 추진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전면적 GSP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APTA, GSTP 협정 등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개도국간 특혜제도 참여
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대외적 GSP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산
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제도가 명실상부
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개도국과
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
이드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
에 와 있다. 정부 내 관련 부처간, 그리고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간에
협의과정 및 이해 조정과정을 통해 GS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
으며, 대상국가, 수혜품목 및 특혜세율, 지정절
차 및 원산지규정, 국내산업 보호 조치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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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김영귀·박혜리·금혜윤 (2011. 12)
ISBN 978–89–322–1363–7 / A5 / 164면 / 7,000원

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우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개방화는 산업별로 속도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

는 다르지만 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진척된 반

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

면, 마크업 추정을 통한 각국의 산업별 경쟁도는

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

분포가 달랐다.

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개방이 시장집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를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이 시장의 경쟁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히 시장집중도를 낮추는 반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

면, 수입침투율은 시장집중도에 대해 명확한 방

효과가 시장구조 또는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장집중도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 자체가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의해 계산되는데, 해외직

경쟁정책의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 개방할 때

접투자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지만 수입은 기업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구조를 모색함으로

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

써 산업별 개방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

방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성

고자 하였다.

과지표 방정식의 추정 결과, 시장집중도는 이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주요 6개

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입은 이윤율을 낮추는

국의 산업별 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과 투자로 측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해외직접투자는 유

정된 개방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에 미친 영향을

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

추정하였으며, 불완전경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

가하면 국내시장 가격에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

형을 이용하여 개방의 효과가 시장구조와 경쟁구

에 기업의 이윤율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과 동일

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하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의 수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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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시장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만

될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법 등 경쟁정책수단을 개

국내시장가격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시장집중도

방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를 통제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시장가격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경쟁을 반영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
장구조에 따른 개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품
차별화가 심한 경우에는 개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생산 증가로 인
한 평균비용 하락으로 개방효과가 매우 커졌다.
특히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의 경우 개방
의 효과가 다른 산업구조에 비해 2.5~6배 더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개방이 과점 상태에서 경쟁 정도
를 10% 높이는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한 실질 GDP
는 4.63% 증가하며, 경쟁도가 심화될수록 실질
GDP 증가 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제
언을 도출했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개방에 따른 경
쟁구조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 제고와 국
내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
다 적극적인 수입시장 개방 노력과 개방적인 투
자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별로 경
쟁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
된 개방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과점시장구조를
가진 산업들이 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클 것
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선제
적인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이 그 자체
로 경쟁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방의
경쟁 제고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
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방
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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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김영귀·강준구·김혁황·현혜정 (2011. 12)
ISBN 978–89–322–1364–4 / A5 / 267면 / 10,000원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전

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

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

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

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

ASEAN 지역 역시 한·ASEAN FTA 이후 주요

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

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

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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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

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

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

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

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

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

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

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

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

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

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

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

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

국의 비교우위 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

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

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 중간재의 수입

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

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포함하고 있다.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
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
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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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장용준·서정민·김민성·양주영 (2011. 12)
ISBN 978–89–322–1365–1 / A5 / 297면 / 10,000원

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1

역장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자간·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을 경우 최

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

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

많이 반영되는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

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

역국의 TBT를 살펴볼 경우, WTO 회원국의 전반

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

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2004년 이후

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

부터 WTO TBT 통보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

해지고 있다.

다. 산업별로 이 국가들에서는 주로 고무/화학,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을 조사한 결과,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공1차산품에서 통보문 건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의 기술규

수가 많았는데, 이 또한 WTO 회원국 평균으로

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이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이와 더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불어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높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기술규제 증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는 개도국의 규제 건수 증가로부터 크게 영향

TBT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

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의 TBT 관련 특정무

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통보문의 건수가 증

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증가

가하고 있다는 점도 WTO 전체 추세와 동일하다.

추세는 증가하는 신규 기술규제 건수가 보다 무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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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현안에서 피제기와 제기의 모든 건수에서 상위를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지역무역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

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의 관련 정책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TBT를 생산자

규제에 대한 RTA는 주로 상호인정협정(MRA: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기술조

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화(Harmoniz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

생산설비 투자와 같이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형

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태의 TBT에서 상호인증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포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함시킬 경우(즉, 배타적 상호인증), 역외국에 대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

한 무역편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다. 원산지규정이 없는 개방적 상호인증의 경우

있다. 반면 기술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의사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는 없었으며, 상황

를 높이는 형태의 소비자 효용증가 TBT의 경우

에 따라 오히려 무역편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유

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증비용, 라벨링과 같이

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무역의 가변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 또한

후생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을 활용한

RTA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협정당사국에게만

기술규제는 무역자유화의 장점(제품 가격 하락,

또는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제품 선택의 다양성 증가 등)을 살리면서도 규제

편견적 조화와 중립적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의 본래 목적(소비자 보호)을 달성할 수 있는 유

이상과 같은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용한 도구로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

둘째,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

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선행연구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 특히 무역에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하로 나눌 수 있는 기

대한 효과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술규제인 반면(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TBT 특성별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지리적 차이로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BT의 순응비용증가(즉,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예: 가전

생산비용의 증가)와 거래비용의 감소 또는 수요자

제품 표준전력). 수평적 TBT의 경우 수요 측면에

극효과(즉, 소비효용의 증가) 간의 상충관계에 의

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또

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들 상충관계는 국가별,

한 수직적 TBT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기업별, 기간별 등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있는 소지가 있다.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

요약집

다. 이러한 TBT 전담부서는 어떠한 품목이나 분

인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

야에서 TBT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품목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의 수

별·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로 아울러 현안

준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EU, 일본과 무역에서

에 대한 대응부터 협상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

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

는 권한이 필요하다.

에 비해 상당히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경우, 산

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의 문제

에서는 상대국의 TBT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상

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

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

술집약이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더 현

와 같이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

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경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시

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T 현안에 대해 신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

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

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기

적·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

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

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가 있다. 본문 내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국가별, 산업

상대적 기술 수준은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서 전자

라서 다른 비관세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

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 이론

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TBT가 수직적

로 기술적·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형태일 경우나 소비자 효용증가 형태일 경우 상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대적 기술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

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

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T가

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

로는 오히려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

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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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수출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
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
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
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
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기술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
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각
기술규제별로 과학적·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
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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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

2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UNCTAD

에서는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

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류방식을 이용하되, 보

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

호주의조치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분석하였다. 즉 1) 관세, 2) 반덤핑관세, 세이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

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3) 유사관세,

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가격통제조치 등의 가격조치와 금융조치, 수량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제한조치, 독점조치 등 비가격조치 등 기존 유형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

의 비관세장벽, 4) SPS, TBT, 선적 전 검사 등

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

기술조치와 무역관련 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

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

비스 제한,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

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이 도

규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

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였다.

Act)이 세계공황을 악화시킨 경험은 세계경제위기

세계 주요국의 관세율 추이를 보면, 1996년 평균

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주의는 막아야 된다는 역사

10.47%에 달하였던 실행세율은 1998년 이후

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9%대로 하락하였다. 그 후 2003년에는 8%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

하락하였고 2006년 이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

고 각 유형별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

다. 그러나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1990년대 중반

해 먼저 제2장에서는 보호조치를 넓게 정의하여

까지 수십 건에 불과하던 발동건수가 1990년대

외국 기업 및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외

후반 이래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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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0년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발동건수

권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한

는 136건에 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92건으로 다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평균 18.6%에 비해

소 감소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

2010년에는 7.0%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타 비관

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

세장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이

년에는 중국(19.2%), 인도네시아(10.9%) 등의

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건수로

보호무역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면 1999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감

파키스탄(16.1%), 인도(14.0%), 한국(15.2%)이

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05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아

이처럼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르헨티나(14.9%), 브라질(19.8%), 멕시코(31.1%)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

나타난다. 특히 기술조치, 제도적 조치와 같은 새

다. 기타 국가의 경우 2010년에는 이집트(14.0%),

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널리 확산되면서 보호

요르단(11.9%) 등의 관세율이 하락한 가운데 비관

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낮게 추정되면서 보호무역

이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국제무

수준도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역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WTO,

2000년과 2010년의 보호무역 수준을 비교한 본

G20 회의, APEC 등 국제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세계 관세율 하락과

장벽을 높이지 않으며 새로운 수출제한을 부과하

FTA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거나 WTO 규정과 불일치하는 수출촉진조치를

2010년 보호무역 수준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노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로서 Kee et al.(2010)

력에 따라 최근까지 WTO와 GTA(Global Trade

은 2008~09년 기간 중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Alert) 등 주요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

무역제약지수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

면,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국내 보호조치 압력

를 보면 세계경제위기 기간 중 무역제약지수가 하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는

제3장에서는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 주요국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10년 기간

보호무역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

중 보호무역 수준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관세율의 단순

수 있다.

평균치는 2000년 10.9%에서 2010년 8.2%로 하

한편 최근 들어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지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국의 보호무역

적되고 있는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수준은 2000년 19.7%에서 2011년에는 11.0%로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 수입일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매우 안

이를 주요 경제권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및 유럽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역대

요약집

목의 수출비중은 1996년에 13.89%에 달했으나,

의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분

2000년에는 3.3%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석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

0.32%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가격조치

는 경우 대체적으로 1~1.5% 정도의 수출감소

와 수량조치 등 기존에 주요국들이 비관세장벽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널리 운영하던 조치들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제4장은 보호조치를 무역구제조치, 기존 유형 및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술조치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고, 보호

와 제도적 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조치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비중도 높은 증

연구가 특정한 국가, 특정한 기간, 특정한 보호조

가세를 보이고 있다.

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주

한편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요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WTO 출범 이후의 모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수출액 및

든 시기에 대해 관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보호

수출비중을 분석해 보면, 산업별로 비관세장벽

조치를 포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관세

의 유형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

장벽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90.49%), 고기·과일·채소(42.63%), 기타음

유형별로 보면 그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료·담배(40.11%), 석유정제(34.76%), 자동차

보여준다. 즉 SPS, TBT 등 최근 들어 새롭게 도

(12.68%), 측정·정밀기기(11.87%) 등의 순으

입되고 있는 비관세장벽(NTM_NEW)이 무역에

로 우리나라 수출품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의 대

미치는 효과는 제도운영의 투명성(SPS), 과학적

상이 되는 비중이 높다. 제조업 수출제품은 대부

근거(TBT), 수출이행의무 부과 금지(무역관련

분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수

투자협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나

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와

타난 반면,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NTM_OLD)

철강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대상

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당

이 되는 수출비중이 각각 25.12%, 5.42%로 여

히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일부 결과는 추정부호가

타 유형의 비관세장벽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플러스이지만 다른 결과는 마이너스이며 통계적

나타난다.

유의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

제5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

는 WTO 출범 이후에 원칙적으로 수입금지적인

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91~2006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

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3–digit)로 분류된

으므로,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가지는 무역

5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고용에 미

억제적인 효과가 WTO 체제하에서 상당히 통제

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율 변화가 고용에 미치

아울러 본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는 영향은 임금수준에 달려 있는데, 관세율의 증

해당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구제조치 대상품

가로 표현할 수 있는 보호주의가 고용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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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만 가능하

관련이 크고 사무직 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다. 반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스 오프쇼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호주의로 인한 고용의 증감 여부는 임금수준에

고려하면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링과 더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선 분석과

이러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분석기간에 포함된

마찬가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

생산직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다. 이는 평균임금 이하인 산업에서만 보호주의

울러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관세율 감축은 생산

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균임금 이

직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상인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

제5장에서는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업과 저기술 산업으로 분리하여 무역정책이 고용

말해서 보호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

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고기술 산업에서

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무역정책의 변화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된다. 이는 거꾸로 시장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는 반면에, 저기술 산업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났다. 이는 고기술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임금

본 연구는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

수준이 매우 높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

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외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환위기 이후에 무역자유화 또는 보호주의가 고용

본 연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을 채택한다면 정책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

특히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결정하

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

는 데 중요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전체 기간의

해서 보호주의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높은, 그리고

임계치와 비교하여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을 통

고기술 산업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아울러 본 연구는 보호주의에 대한 이질적인 노

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

동의 반응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정책은

고, 노동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호

국제규범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기회

주의가 각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복을 위한 국내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다. 관세율이 생산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

말아야 하며, WTO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의 고용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

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취약부문에

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관세율은 생산직 노동과

대해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요약집

의 고용을 감소시키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해야 하며, 이 정책이 종료되는 일자를 명시

위해서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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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도록 명료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비록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행 세
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보호조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 간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
세율과 다르게 비관세장벽은 WTO 등 국제기구
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
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무역검토위원회(TPRB)를 통
한 모니터링 활동이 보호조치를 억제하는 데 크
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WTO 회원
국 상호간의 견제 및 감시(peer review)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규정을 개선해
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강
화하는 것이 보호주의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강
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농업과 제조
업 분야의 관세감축 방안에 대해 주요국간 합의
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대졸 구직
자의 사무직 고용확대 및 고기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장개방정책이 필요하다. 최
근 세계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주요국들은 보호주
의적 성격을 띠는 각종 국내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보호주의를 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
나게 된다. 즉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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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에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2

을 APEC의 창설이념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

통합의 결과 지구촌이 단일경제권으로 편입

설’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역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 REI는 원산지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정을 포함하여 APEC이 추구하는 다양한 협력분

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

야에서 무역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시장주도적인 통합

을 이행함으로써 APEC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유인이 하나의 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지난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창설 기반과 환경 조성에

20년간 꾸준하게 활동을 펼친 APEC의 경제협력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성과에 힘입어 견인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원산지규정은 APEC 경제협력 초기부터 하나의 독

2011년 현재 APEC 회원국들이 체결한 총 111개

립된 주제로 채택되었지만 1998년 원산지규정 논

의 FTAs/RTAs 가운데 44개가 역내회원국을 당

의를 전담하는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사국으로 체결된 협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관

on Trade and Investment) 산하에 시장접근그룹

세절감과 같이 협상을 전제로 하는 분야는 WTO,

(MAG: Market Access Group)이 창설되었음에

FTA가 주도하고 APEC은 국경간, 국경내 또는

도 불구하고 APEC에서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논

국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

의는 WTO가 주도하는 비특혜원산지규정과의 조

한 경제통합효과 제고에 집중할 경우 보다 효율적

화문제에 집중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인 경제통합구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REI 강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산지규정에

현재 APEC은 역내에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CTI 산하의

요약집

원칙으로 한다. 품목별원산지규정 역시 우선기

APEC 정상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아태

준과 보완기준으로 구성되어 일반 적용을 원칙으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Asia–Pacific)의 결성으로 기대되는 무역창출효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적·고품격 자유

유연성을 적용하여 비교적 단순화시키고 효과를

무역협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다

높일 수 있는 것은 미소기준이나 누적기준인데,

양한 원산지규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최소

HRO에서 누적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소기준

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사전적인 통합 및 조

은 국가별 이견이 많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화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 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지역차원의 원산지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

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역내에는 주로 양자

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창

누적을 적용하고 역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설에 대비하여 역내외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

는 배타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품목별 원

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FTAAP의 효과 배가

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예외적용이 많다. 특히 많

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분석하

은 연구에서 NAFTA와 EU의 원산지규정을 가

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목적으로 추

장 복잡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지역차

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성 및 정량적 분석결

원의 원산지규정은 다소 신축적이며 유연한 구조

과를 도출하였다.

를 지향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최근 ASEAN과

첫째,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의 FTA와 P4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역외재

위해 WCO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자차원의 원산

료 최대허용비율인 미소기준은 10%로 높아지며

지규정과 EU, NAFTA 등을 비롯한 지역차원의

누적기준 역시 40~50%이다. 또한 품목별 원산

원산지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

지규정에서 복잡한 예외규정을 단순화시키고 일

을 비교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

관성 있는 규정으로 전 품목에 역내부가가치 기준

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OO)과

을 제공하는 등 일반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OO) 두

둘째, APEC의 경제통합 비전과 연관하여 APEC

개의 시스템으로 구별된다. 다자차원에서 논의

역내 원산지규정 관련 제반 활동을 살펴본 이후

되어 발전된 원산지규정은 대표적으로 WTO 통

APEC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의 필요성을 찾아보

일원산지규정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비특혜원산

았다. APEC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인 1990년대

지규정이다. 반면에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중반부터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활동 의제에 포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성격을 구분 지을 수 있다.

함되어 논의되었지만, 당시 원산지규정에 대한

다자차원의 WTO 통일원산지규정(HRO)은 복잡

논의는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독립적인 정책

다기한 특혜원산지규정에 비해 보다 일관성 있고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

예외가 적은 통일된 ‘일반규정(general rules)’을

고 있던 다자차원 규정과의 조화를 논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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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제에 편입되어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

원산지 인증 관련 유효기한, 신고서 면제 및 미소

다. 이는 1990년 중반까지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기준 적용 현황파악 작업, 2) 원산지 자율증명제

에 대한 APEC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

도의 확대 활동으로 대별된다. 특히 APEC은 원

을 뿐 아니라 NAFTA를 제외하고는 역내 무역을

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통한 기업들의 행정비용 절

왜곡시킬 잠재력을 보유한 역내 소지역협정이 실

감을 위해 2009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CTI의 ‘

질적으로 전무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판단

원산지 자율증명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역내 FTAs/

Initiative on Self–Certification of Origin)’의

RTAs 체결이 급증한 결과 아태지역의 스파게티

이행과 동 이니셔티브에 다수 회원국의 참여 기

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의 특

회 확대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혜 부여를 위한 판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지불

있다. 2011년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브루

증가로 귀착되어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감소

나이,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

시키는 저해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APEC 정

포르와 미국 등 총 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책당국자들은 특혜원산지규정 난립에 따른 무역

동 사업은 상호주의 원칙과 자국의 법, 제도, 규

왜곡현상과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정

정에 의거하여 FTA 체약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

지규정의 표준과 조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

른 자율증명제도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으며 일차적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이 자율증명제에 대한

으로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FTAs/RTAs 협상에

경험이나 규정이 전무하다면서 pathfinder에 아

준거가 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할 것에 합의

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한편 APEC은 시범적으

하였으며, 이후 원산지규정 관련 표준모델은

로 냉장기기(HS 8418, 호주 주도), 악기류(HS

2007년 통상장관회의에서 위생 및 검역, 전자상

9201–9207, 호주 주도), 철강제품(HS 7210,

거래 분야와 함께 승인을 획득하였다. 한편 2007

일본 주도), 자전거와 그 부품(HS 8712–8714,

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REI 보고서는 다

대만 주도), 소비자용 전자제품 및 IT 제품에 대

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한 원산지규정 조화에 대한 품목별 분석 작업을

무역비용의 발생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완료하고 분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

무역창출효과를 축소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다. 이와 함께 역내 기업인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원산지규정에 대한 현상

제공을 목적으로 APEC 회원국들의 최혜국대우

을 파악하고 조화 방법을 발굴할 것을 명시하고

관세율과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FTAs/RTAs

있다. 상기 역내경제통합 강화차원에서 제시된

의 특혜관세, 원산지규정 등이 포함된 관세 및 원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산지규정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WebTR 구축 1

현재 CTI 산하의 MAG의 지속사업으로 이행을

단계인 회원국별 관련 영문 웹사이트를 링크시키

도모하고 있다. 현재 APEC에서 진행되는 원산

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2011년 현재 REI 강화와

지규정 관련 간소화작업은 1) 역내 무역협정의

관련하여 APEC은 국경간(cross the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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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 또는 안전성 제고를 목적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복잡성은 소규모 지역협력

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차세

체의 중복으로 인한 스파게티볼 현상에 따른 무

대 무역·투자 이슈, 무역거래비용 절감, 공급망

역전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성과 개선, 중소기업 무역장벽, 비즈니스 환경개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소규모

선사업(EoDB) 분야는 원산지규정 논의와 밀접

지역협력체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원산지규

하게 연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의 단순화 또는 누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례로 ‘글로벌 생산망

구체적으로 원산지규정의 단순화와 관련된 제도

(global production chain)’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적 보완책으로 미소기준과 원산지증명제를 실시

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관

하고 있으며 APEC 역시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

되는 모든 범위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지

다. 한편 FTAAP와 같이 아태지역에서 기존의

난 2009년 APEC 정상들은 2015년까지 글로벌

역내 소규모 자유무역협정들을 통합하는 거대 자

공급망 활동의 10%를 개선하는 데 합의한 바 있

유무역협력체 추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 한편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다변화에

원산지규정의 누적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따라 글로벌 생산망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

이론적, 정책적 판단을 근거로 본 보고서는 일차

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적으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을 각각의 원산지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 차세대 무역투자

누적조항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

이슈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

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

촉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표준패널

무역원활화 활동의 강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

데이터 분석모형과 PPML(Poisson Pseudo–

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의 단순

Maximum Likelihood) 을 적용하였다. 분석결

화 및 조화를 위한 APEC 차원의 공동노력이 배

과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방법에서 고정효과(fixed

가되어야 할 것이다.

effect)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양자누적을 채택

셋째,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

한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과의 무역이 11.5% 증

기 위해 일차적으로 원산지규정과 무역비용 간

가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완전누적조항을 선택

연관관계를 이론적 고찰과 기존의 실증분석 사례

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60.5%로 나

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차적으로 중력모형을

타나 완전누적이 훨씬 더 큰 무역창출효과를 갖

이용하여 원산지규정 조화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패널데이터 분

적으로 추정하였다. 지역무역협정 체결 시 원산

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

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비용 발생은

(selection bias)와 이분산 편의(heteroskedasticity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상쇄

bias)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ntos Silva

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이기에, 무역자유화 노력

and Tenreyro(2006, 2009b) and Mage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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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PPML(Poisson Pseudo–Maximum

출자 자율증명의 계수 값은 기관증명 방식에 비

Likelihood) 을 따른 임의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도출하였는

분석 결과, 국경 변수를 제외하면 중력모형의 기

바 이러한 결과는 수출자 자율증명을 채택한 지

본 변수의 부호는 기대했던 바와 같고 통계적으

역무역협정의 경우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가로 수

로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표준패널데이터 분석

출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서류와 엄격성을 요구

모형에 비해 누적조항별 지역무역협정의 계수 값

함으로써 수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은 모두 작게 나타나 양자누적을 적용한 지역무

을 시사한다.

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3%에 그치고, 유사누

상기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APEC 역내 원산지

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 간 교역은 5.5%

규정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APEC 경제통합에 대

그리고 완전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

비한 다음과 같은 APEC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출효과가 18.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PPML의 고

간소화 촉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도 계수 값의 차이

첫째, TPP를 비롯한 역내 FTAs/RTAs의 확산에

는 다소 있으나 완전누적의 무역창출효과가 유사

따른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요인과 비용 상승

누적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회원

요인을 경감시키면서, APEC 경제통합의 경제적

국과 무역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이

는 추정 결과도 도출되었는데 무역전환효과가 가

에 따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기업친화

장 큰 것은 유사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이

적인 정책 환경 조성이 요망된다. 주지하는 바와

고, 그 다음이 양자누적 그리고 완전누적의 무역

같이 최근 역내 FTAs/RTAs의 확산과 스파게티

전환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볼 현상에 대한 우려, 역내교역비용 절감을 위한

미소기준의 허용 여부와 기관증명 및 수출자 자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효용성에 대한 인

율증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

식은 상당히 제고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다수

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 미소기준을 채택

APEC 회원국들과 역내기업인들에게 원산지규

한 지역무역협정이 그렇지 않은 지역무역협정에

정은 그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타 정책수단

비해 회원국 간의 무역이 22.4% 더 많다는 것을

에 비하여 그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최근

의미한다. PPML로 추정한 모형에서는 미소기준

APEC에서 구축된 WebTR은 역내기업인에게 회

을 허용한 지역무역협정이 미소기준을 허용하지

원국들의 통관절차, 관세 및 원산지규정 관련정

않은 지역무역협정과 비교하여 회원국 간의 무역

보를 링크하여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규정 활용제

이 6.8%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이는

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WebTR은 회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 이외에 미소기준

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링크하는 기

을 허용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창출효과가

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APEC 차원에서 더욱

6.8%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원산지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명실상

명방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수

부한 ‘APEC 원산지규정 종합 정보센터’의 기능을

요약집

느끼기는 쉽지 않을 뿐이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

제정된 ‘Compendium of Rules of Origin’의 개

인 FTAs/RTAs가 채택하고 있는 양자누적에 비

정판 수록과 수시 갱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내

해 완전누적과 유사누적의 경제적 효과가 보다

특혜원산지현황 점검기능이 추가될 경우 역내기

클 것으로 추정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APEC의

업인들이 TPP를 포함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 경제통합(FTAAP)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

역내 FTAs/RTAs 원산지규정 정보에 대한 손쉬

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앞 절에서는 APEC의

운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

제도적 통합에 대비하여 범유럽누적시스템(PECS)

로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과 유사한 범아태누적시스템(PAPCS)의 도입을

교역현장에서 활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년간 APEC의 경제협력

APEC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관련 논의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한 원산지규정 관련 활동

는 다수 회원국들이 복수의 FTAs/RTAs에 참여

및 사업에 대한 stocktaking, 평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산지규정에 따른

MAG 주도로 실시하여 APEC 원산지규정 활동

국별 이해득실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향후 원산지규정 작업계

때문에 현 단계에서 21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

획 마련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며 그 내용을

하기는 용이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WebTR에 등재하여 정보의 활용과 함께 APEC

APEC은 정책대화, 분석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유

원산지규정 운용의 예측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

사, 완전 누적방식의 경제적 혜택과 수반되는 도전

둘째, 지역무역협정의 목적이 회원국 간의 교역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ASEAN, NAFTA,

을 촉진하여 후생을 증진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

TPP 등 역내 RTAs의 경험에서 모범사례를 발굴

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업 및 산업의 요구에 따라

하여 APEC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원산지규정을 경쟁력

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취약한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

셋째,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단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

화에 대한 미소기준을 채택한 자유무역협정의 무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역창출효과와 함께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의 경제

APEC 역내에서 체결된 많은 지역무역협정이 실

적 효과를 비교분석,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질적으로 작동하고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얻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에 대한 무역효과를 추정한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무역협정별로 상

결과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기관증명의 확대

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을 조화하고 단

가 의미 있는 무역증진 효과를 창출한다는 추정

순화하는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원산지규정으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자율증명의 확대

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기업이 지역무역협정의

가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인과

혜택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심

관계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위의 추정결

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정책입안자가

과가 APEC 회원국에 특화된 실증분석결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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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공신

의체 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능력배양사업과

력이 인정된 기관증명서 발급과는 달리 자율증명

시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원산지 관련 능력배

서 발급절차가 국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엄격한

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지난 2010년부

법 또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증명

터 한국은 회원국들이 FTAAP을 포함한 APEC

제 활용의 유익이 반감되는 현상이 APEC에서도

의 경제통합 강화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명할 경우

로 하는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수

2011년 각료회의에서 ‘규제협력 및 수렴’ 원칙이

요 이니셔티브(REI CBNI: Capacity Building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더불어 합의된 사실은 원산

Needs Initiative)’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을 대상

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을 위한 매우 고무

으로 능력배양 대상 분야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은 자율증명

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회원국들은 지식

제도 참여와 함께 원산지판정 분야에서 사전판정

재산권(80%), 투자(75%), 원산지규정(65%)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APEC 원산지규정

순조로운 FTAs/RTAs 협상을 위해 능력배양이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임을 밝혀냈다. 한국이

굳히고 있다. 한국은 사전판정제도의 효율적인

주도하고 있는 CBNI 사업은 2012년부터 약 5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판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

년에 걸쳐서 추진이 예정되고 있으며, 원산지규

종류와 양식의 통일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통관

정의 능력배양사업 전개를 통해서 개도국과 중소

절차 간소화, 자율증명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

기업의 원산지규정 활용도 제고는 물론이고

련한 제도개선의 모범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함으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조화 및 단

로써 역내 기업들의 교역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순화 사업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인 능력배양사업을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

넷째, 현재 APEC에서 이행 중인 원산지규정의

램의 개발과 이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재원확보

조화와 간소화 사업의 다수는 국내 법적 제도적

가 관건이다. 김상겸 외(2010)의 주장과 같이 재

측면의 개선을 요구할 뿐 아니라 무역원활화를

원확보는 한국정부의 ODA 지원규모 증액(ODA/

비롯한 관련 사업과 밀접한 협조를 통해서만 추

GNI 기준 2006년 0.05% → 2015년 0.25%)의 일

진이 가능한 cross cutting한 이슈를 다수 포괄

정부분을 CBNI 사업에 할당하거나 경제통합의 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APEC이 현재 구상하고

종수혜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차

있는 원산지규정 논의에 다수 회원국 참여를 유

원에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APEC 경제통합의

도하고, 중장기적인 경제통합의 준비를 위한 의

혜택을 공유하고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미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도전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능력배
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의 조
화 및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재 APEC의 산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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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정지원·권 율·정지선·박수경·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1368–2 / A5 / 250면 / 10,000원

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최

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

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

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

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

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

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

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

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

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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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

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

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

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

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

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

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

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

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

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

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

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

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

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

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

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

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
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
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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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김규판·이형근·김은지 (2011. 12)
ISBN 978–89–322–1369–9 / A5 / 238면 / 10,000원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이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총요소생산성(TFP)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과 같은 생산성 개념과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제

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

조업의 부가가치율과 같은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

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

하고 있다. 분석 결과, TFP 지표로 파악한 일본

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제조업의 생산성은 저하경향이 뚜렷하고, 무역

고찰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격하

특화지수상으로는 운송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

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과 전자부품(집적회로) 같은 부품·소재 분야에

제조업마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

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

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좀더 장기적인 시각

일반기계, 금속, 섬유 분야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에서 진단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의 부가

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가 완연한데, 특

우선 제2장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

히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부가가치율이 하

제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준 국제 환경요인으로

락하는 현상은 일본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하락

서,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과 1985년 플라자 합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의 이후 지속적 엔고현상, 그리고 세계 제조업의

제4장은 최근 일본 경영학계의 제조업 연구 성과

표준화, 디지털화, 수평분업화를 꼽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모노즈쿠리’ 관점에서 1990년 이

와 같은 환경에서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어떻게

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대응하였는가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1990년대 들어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제3장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경제학적

진행된 ‘제품 아키텍처(architecture)’의 모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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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

기적인 기술혁신(innovation) 성과는 거두고 있

고 있다. 한편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

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로 지적되었던 부품공급망(supply chain)과 부

마지막으로 제6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해서도 분석하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일부 전자제

였는데, 특히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은 일본기업

품 업체도 1990년대 이후 모듈화가 급진전되면

고유의 ‘조직력’과 맞물려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

서 경쟁력 약화 현상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산업

쟁력을 뒷받침해 왔으나, 2011년 3월 발생한 동

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고부가가

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이 노

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 신성장 분야 개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

과제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부품·소재 산업 육

책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제조업

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을 목적으로 각종 시책을

경쟁력 약화를 인식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기업과의 협

입한 주요 전략과 정책을 시기별로, 그리고 횡단

력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

면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특

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히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

둘째,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원제도, 기술연구조합, 산관학 연계 강화 등 구체

우리 기업의 위상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적 시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일 기업간 경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

일본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 지원 사업은

다. 일본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연구개발, 고용안정, 산업집적(친환경산업 및 중

있는 자동차나 철강, 일부 반도체를 포함한 부

소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품·소재 분야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

리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우

에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은 하나의 대안이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제약 문제가 현저

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

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수익창출에 크게

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국내외 서플라이체인 재편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술연구조합제도는 기업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

부품·소재 산업을 직접 유치하는 노력을 더욱

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

경주할 필요도 있다.

하고, 기업들이 기술유출을 꺼려한 나머지 실제

셋째,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

화를 위한 정책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제조업의

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책은 기업, 대학, 정부산

산업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

하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창출하였다

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

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연구개발 기간의 단

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

기화라든지 중복연구와 같은 문제점으로 아직 획

히 산업기반 강화는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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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육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
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세계 3위(2010
년)이지만, 아직까지 부품·소재 및 기초·원천
기술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이 부
족하다. 따라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혁
신형 중소·벤처기업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
다. 이 경우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R&D 지원 시책을 참고하고, 동시에 과거 일본의
다수 연구조합 또는 대형 연구프로젝트가 왜 실
패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는, 우리나라도 기술의 융합·복합화, 기술개발
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03년도부
터 대학의 TLO 설치를 시작으로 산관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제도상의 인프라 확충기
간이 짧은데다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확보되지 못
한 결과, 아직까지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구축한 산관
학 연계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초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시책을 통
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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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내부자원을 효

서

산업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율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산업부문의 수

에서 서비스산업의 역내 개방은 중요한 정책적

직적·수평적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산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 역내투자 활성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낮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중·일 역

개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 세계

내 FTA 서비스 부문의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와

적인 개방화의 흐름과 더불어 WTO DDA 협상이

중국 서비스 시장의 기본적인 현황 및 변화요인

나 최근 양자간 FTA 체결 시에도 서비스 개방이

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에서의

서는 한·중·일 3국의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

서비스 개방 추세 및 대응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

황, 산업지원이나 시장 개방 관련 정책, 제도적·

구가 추진되고 있다.

비제도적인 규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호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진출의 실질적인 장애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능적 통합이 꾸준히 강화되어왔던 한·중·일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간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산

다만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관학 연구와 더불어 3국간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서비스 분야 중 중점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

요한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산업정책 변화

업별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의 중요성 및 상

상황에 대응하여, 현재의 대중국 투자를 서비스

호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소매업, 금융

요약집

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수준이

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높게 평가되었다. 물론 개방도 비교 결과는 제도

우선, 한·중·일 3개 서비스 시장의 주요한

적 규제요인에 한정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그 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미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

다. 먼저 도·소매업의 경우, 3국의 공통적인 특

래의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중국

성으로 ① 여타 분야에 비해 활발한 외국계기업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명한 보호·통제 의지

진출입(특히 대형마트 부문) ② 여전히 높은 국내

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약한

업체 시장점유율 ③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의 활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분야와

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금융·보험시장의 경

관련하여 법령상에 다양한 진입규제가 규정되어

우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대외개방 측면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공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한·

통적으로 공식적 규제 외에 시장의 특성 및 관행

중·일 3국 공히 외국계기업의 진입에 비해 자국

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하다는 특징을 발견

경우 많은 규제가 존재함에도 상당부분 정책변화

할 수 있었다. 다만 3개 서비스산업에 대한 한·

및 규정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또

중·일 3국의 역내 상호투자 실적은 상당히 미미

한 많은 반면, 한국과 일본(특히 일본)은 오히려

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투자사례 또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 대부분 대중국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역내 상호직접투자와 관련
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주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이 일본 유통시장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
한 수단으로 M&A를 통한 진출방식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은 각 서비스 시장의 규
모에 비하여 역내직접투자가 미흡한 특성을 보이

연구보고서

보험업, 건설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검토대상 분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
력 활성화 방안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중·일의 각
산업부문의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유통업 부문의 경우 현재 각국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면이 존재하

고 있는바, 그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며, 실제로 3국의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라는

연구에서는 3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중·일

점에서 상호 기업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3국의 국제기구 개방도 평가와 각종 시장진입장

개방 확대보다는 기업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데 집

벽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해

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보험 분야의 경

보았다. 먼저 OECD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따르

우 상호 급격한 개방보다는 제한적 범위·틀 내에

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도는 현저히 낮은

서 금융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3개 분야 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건설업의

두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

경우 각국이 자국시장의 법 규정 개선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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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시장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단순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

시공이 아닌 설계,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 역량을

력 활성화 방안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높은 시장개방도를 고려할 때 중국

또한 역내 투자활성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

및 일본의 국내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중 하나인 한·중·일 FTA 협상 시에는 비교적

각 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3국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소매업 부문을 제외

중요하다. 먼저, 대기업 중심의 국내 유통시장이

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

보다 세분화·전문화될 경우 향후 외국기업의 진

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

입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 더불어 중국 내에 존재하는 각 서비스 분야별

이를 위해서 중소규모 소매업체의 역할 및 경쟁력

진입규제 사안을 협상의제로 포함하여 역내 투자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3국간

음으로 금융·보험시장의 경우 외국자본 진입에

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제·비경제적 장애요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인을 해결하고,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도적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투기성 자본을 억제

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개설된 한·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자본의 기업인수능력 제

중·일 협력사무국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고방안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나갈 필요가 있다.

확대 등) 및 국내자본의 증시유입 확대 등을 통해

이와 같이 3국간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 외

주가상승,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자본이득을 최소

에, 한국기업의 중국·일본 진출, 반대로 중국·

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

또한 건설업 부문에서 국내시장의 가장 큰 진입장

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다.

애요인은 국내 건설시장의 이른바 ‘칸막이식 영업

먼저, 한국기업의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 활성화

범위 규제’에 따른 외국기업 진출의 어려움이다.

를 위해서는 각국의 시장별로 존재하는 각종 비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경쟁 촉진 등의 차원에서

제도적인 진입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해당 규제가 철폐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장기적

중요하다. 우선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으로는 R&D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서비스

있는 주요한 수단인 M&A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

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각종 투자자에게 매력

수자금 및 컨설팅 기능과 관련한 정부지원 및 현

적인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
요하다. 또한 정보 불균형 등에서 오는 기업활동
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협회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구축, 중국 및 일본신용정
보회사 간의 협정 체결, 일본·중국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등 기업 컨설팅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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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

중

정, 투명성 제고, 비시장경제국의 보조금 산정 시

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

적용할 기준가격 문제 등 거대 개도국이자 체제

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

전환국의 잔재가 남아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

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

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

제3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

요 선진국 간 통상마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본

해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과 주요 산

연구는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중국의 주요

업지원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WTO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식별하고, 주요국

회원국으로서 매년 자국의 보조금 내역을 WTO

의 대중국 보조금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과 2011년 단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두 차례 밖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보조금 문제의 특수성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10월 광범한

WTO 규범의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교역질

분야에 걸쳐 198개 항목의 중국 보조금 내역을

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자 차원에

자체 조사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WTO 보조금협정이다. 중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10

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보조금협정상의 보편

대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

적 의무조항과 함께 다른 회원국의 경우와 달리

가 공표한 산업지원정책과 관련 규정을 WTO 보

중국에만 적용되는 특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동

조금협정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중국의 보조금

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문서에는

형태와 유형은 개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개도국 지위의 부분적 인정, 국유기업의 성격 규

있으나, 전체 산업을 포괄하여 금지보조금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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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규제인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들을 분석하

수 있다. 금지보조금은 국산제품의 수출 확대 및

고 중국의 대응논리를 검토하였다. 중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수출보조금과 국산제품의 국내 판매

상계관세 조치는 주로 미국, 캐나다, EU, 호주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입대체보조금으로 분류된

등 선진국들이 활용해 왔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

다.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간주될

위기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 조치는 주로 세

치가 급증하였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제혜택과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는 조치들은 금융

따라 2007년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특정 기업 지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중국산 인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 지역 지원

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0년까지 제지, 철강, 화학, 타이어 등을 대상

제4장에서는 중국 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규

으로 총 26건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를 벌였고,

제수단인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의 운용과

22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2011

WTO 제소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자감시 메커니

년 6월 말 기준). 캐나다는 2004년 4월 중국산 베

즘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 전에 협의

이컨 구이 석쇠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이

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후 2010년까지 10건의 조사를 벌였고, 9건에 대해

TRM(과도기 검토 메커니즘)과 TPRM(무역정책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검토 메커니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

본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

국과 EU 등 선진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

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

점은 중국 보조금정책의 불투명성과 통보의무 불

할 수 있었다. 첫째,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이행 문제였다.

철강제품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는 WTO 분쟁해결 절

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조치가능

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판정 결과에 따라 금지

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는 소득세 감면

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하며, 조치가능보조금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으로

은 철회하거나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

2011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이 WTO에 제소당한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

23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9

격의 고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넷째, 미국과 캐나

건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제소당한 보조금 분쟁

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를

사안은 대부분 협상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제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에 해당했다. 주요국의

소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법령 자체를 폐지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TO

제5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소, 보복 차원의 상계관세 조치 부과 등 적극적

요약집

파급효과를 숙지하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

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해야 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보조금 문

넷째,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보조금 관련

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이나 보

첫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금정책 방향이 특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

무엇보다 보조금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보

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축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식 문건 분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차원의 보

석과 현지 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활용

조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등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정책동향을 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성실

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의 대중국 보조금 분쟁 사안에 대한 검토를 병

다섯째, 업계가 보조금 관련 제소 혹은 피소 상황

행하여, 빈번한 규제 대상이 된 품목과 보조금 형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부처 간 대화 채

태, 핵심 쟁점, 중국의 대응논리 등에 관한 기초

널을 정례화하고, 중국 보조금 관련 정보 및 외국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의 대응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둘째, 장차 한·중 간에 보조금 관련 분쟁이 발생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에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관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정비도 중요하다.

연구보고서

인 맞대응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무
역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및 제
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특
정 산업 및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상계
관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내포하는 특수성과
모호성,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의 복잡성 등
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
국의 보조금 정책이나 제도는 체제전환국의 잔
재, 정보의 비접근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실태 파
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
관,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
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 간에
정보 공유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
부나 업계는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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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

만

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

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

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

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

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

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

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

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

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

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

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

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

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

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

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

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

요약집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

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

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

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

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

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

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

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

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

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

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

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

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

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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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국인투자 유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

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

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

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

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

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

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
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
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
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
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
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
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
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
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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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김태윤·이재호·정재완·백유진·강대창 (2011. 12)
ISBN 978–89–322–1373–6 / A5 / 192면 / 7,000원

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

인

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

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

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

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

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

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

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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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

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

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

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

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

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

으로 나타났다.

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

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

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

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

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

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

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

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

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려해야 한다.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
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
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
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
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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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박영호·전혜린·김성남·김민희 (2011. 12)
ISBN 978–89–322–1374–3 / A5 / 394면 / 12,000원

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아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뿐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

만 아니라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은 대륙 전체를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아우르며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따라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가 빠른 속도로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자국의 어

제경제 무대에서 외면당해 왔으나, 21세기 들어

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방국을 내세우며

정치적 안정과 함께 자원개발 등 잠재적 가치가

아프리카 원조공세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인식되면서 ‘미개척 시장’이라는 표현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방문 외교를 통한 파

무색할 정도로 세계 주요국 간의 각축전이 가열

상적인 외교 공세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중국 지

되고 있다.

도부는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하여 개발원조 약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속도는 미국, 유럽 등 서방

속 등을 통해 협력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에서 ‘신식민지’론을 거론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

중국 지도부의 집단적인 아프리카 방문은 고위층

르렀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뒷

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이 자

받침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자국 경제의 아킬레

원 확보 등 경제협력의 지렛대(leverage) 또는 정

스건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규모 원조 공세 등을

치적 결속력을 다지는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세우며 아프리카 자원 공략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도 자국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자원분야에만 국한된 것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있

이 아니라 인프라, 농업, 제조업, 금융에서부터

는데 여기에는 정책은행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

식당, 양품점, 약국, 슈퍼마켓, 기타 영세사업에

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전체 차관의 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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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할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개발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방이나 국제기구의

은행(CDB)은 50억 달러(목표액) 규모의 중국–

개혁 요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권

아프리카 개발펀드(CADF)를 조성하여 자국 기

위주의 정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

도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건설은행(CCB), 중

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프리카의 개발욕구도 자리

국농업은행(CAB) 등 국영상업은행들도 아프리카

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

지원사업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

력 강화가 자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

들이 정정이 불안한 고위험 지역까지 진출할 수

아가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있었던 것도 바로 자국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금 지원과 보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교역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략은 외형적으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

로 어떻게 포장되는가에 관계없이 일차적으로는

으며,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자본이 극히 열

자원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차관–

악하고 외국자본 유입이 저조한 아프리카 국가들

인프라–자원의 연계방식(package deal)으로

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

접근하고 있다. 즉 중국은 대규모 차관을 통해 국

은 지도자들은 투명성이나 민주주의(good gov-

가기반시설 및 대형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대

ernance) 등과 같은 서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

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거나 원유 등 원자재를

지만 중국은 투자 등을 통해 아프리카 발전에 실

직접 받는 일명 ‘앙골라 방식(자원담보 차관)’으

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멀리 내다

로 거래하고 있다. 또한 서방국에 비해 후발주자

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로 아프리카 자원공략에 나선 중국은 수단, 콩고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DRC), 짐바브웨 등과 같이 정정이 불안하거나

전망도 가능하다.

자원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틈새 신흥자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

원부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이 내

대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과 인권탄압, 부패 등을 이유로 이들 국가와 외

가운데 개발원조 및 통상협력 확대, 안보 인프라

교관계를 단절하고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중국은

구축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내정불간섭 원칙과 원조공세를 앞세우며 이들 국

모색하고 있다. 과거 아프리카는 미국의 국가전

가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선점하는 데

략상 다른 지역에 비해 그다지 중요한 지역이 아

성공했다. 중국의 또 다른 아프리카 접근 전략은

니었으나,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중동

대규모의 원조 등을 통한 ‘하드 파워’와 함께 문화

석유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

적 가치, 발전모델, 정책 및 제도 등의 전파를 통

로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이 지역을 국가 에너지

한 ‘소프트 파워’의 확산이다. 중국은 소위 ‘베이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오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

징 컨센서스’를 통한 ‘정부 주도형 시장경제발전

카에서 테러 근절과 함께 자원 확보라는 ‘사활적

요약집

국의 아프리카 외교정책이 다소 느슨해진 것은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 미군

사실이지만,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 개발문제

사령부(AFRICAOM)’ 창설이다. 이는 아프리카

가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자 원조확대를 통한 빈

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

곤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1990년대에는 환율문

제하고 이 지역의 안보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전

제 등으로 본국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영국

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아프리카에 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철수했으나, 2000년대

공하고 있는 무역특혜 조치(AGOA) 역시 아프리

들면서 아프리카 지역이 정치적 안정 국면으로

카로부터 자원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내포되

진입함에 따라 과거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진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GOA 체제하에서

출을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을 보면

로 식민시대에 형성된 막강한 네트워크와 정보력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제품이 80%

등 식민종주국으로서의 이점을 협력 인프라로 활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등에 업고 광범위

따라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한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

의 주도권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는 정상회담 및 고위급 방문, 비즈니스 포럼 등

은 이미 자국 원유수입의 30%를 아프리카에서 조

외교적 수단을 통한 경제협력에도 노력을 아끼지

달하고 있고, 오는 2025년경에는 45%로 그 비중

않고 있다. 일례로 2010년 프랑스·아프리카 정

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

상회의를 통해서 200명 이상의 기업인 미팅이 이

간의 석유확보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

루어졌으며 2011년 개최된 프랑스–코트디부아

다. 특히 나이지리아, 앙골라, 적도기니 등의 신흥

르 비즈니스 포럼에는 30개 이상의 프랑스 기업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지역에서

이 참석하여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프랑스는

석유확보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으로도 아프리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아프리카를 분할하여 식민통치했던 영국과 프랑

발휘하고 있다. 2011년 프랑스 주도로 이루어진

스는 식민종주국으로서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과

리비아 공습작전(일명 ‘오디세이 작전’)은 프랑스

거 식민지 국가에서 영향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

의 정치·외교·군사적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

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 미국, 인도 등 세계 주요

적인 사례이다. 리비아 사태가 일단락되자 프랑

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로 기존의 우월한 지위가

스는 리비아 공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

위협을 받게 되자 원조 확대 및 경제협력 파트너

를 인정받고 리비아 재건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

십 등을 내세우며 관계강화에 나서고 있다. 과거

하게 되었다.

영국의 개발원조는 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에 집

일본의 아프리카 접근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중되었으나, 현재는 가장 많은 원조금액을 아프

과거 일본과 아프리카 간의 협력관계는 그다지

리카에 할당하고 있으며 MDG 달성 등 아프리카

긴밀한 편이 아니었으나, 1990년대 들어 동경아

‘개발’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영

프리카개발회의(TICAD)라는 협력포럼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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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개발협력은

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인도 수출

물론 교역 및 투자진출 등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입은행은 해외차관의 절반 가까이를 아프리카에

포괄적 협력 메커니즘으로 일본의 아프리카 협력

할당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 등 경쟁국과의 차별

정책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

화를 위해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정보통신기술

부는 TICAD를 통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대대

(ICT) 부문을 중심으로 개발협력과 기업진출에

적인 재정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

주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매우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 촉진을 위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서부

각종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일본은 세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금융지원

5위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공여국으로 아프리카

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랜 유대관

개발문제에 있어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는데

계를 맺어온 동부 아프리카와는 달리 서부 아프

향후 외교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

리카 국가들과 인도 간의 경제교류는 활발하지

본의 아프리카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도는 자국 경제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

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에

사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본은 UN 등 국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자금지원

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투표권(Voting

등을 앞세우며 서부 아프리카 산유국들과의 관계

Power)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지지세력 확보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도의 아프

주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진출경험이 상대적으

리카 원조정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로 풍부하지 않은 일본기업은 선진기업과의 협력

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유대

진출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규모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동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크거나 자원보유국 등 일부 중점국가 위주로 진

원조가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서아프리카 자원

출하고 있다. 아프리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보유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BOP 시장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일본정

이처럼 21세기 들어 아프리카는 더 이상 ‘오지의

부는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륙’이 아니며 세계 주요국 간의 각축장으로 변

인도 역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상회의 등을

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통해 정치적 협력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원조 및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진출의 최후발주자

금융지원 규모를 늘려가며 교역·투자 확대 및

로서 진출경험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자금력, 외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 간

교 및 문화적 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진출 역

의 협력관계는 오랜 역사적 교류와 정치적 연대

량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전

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자원

략적 또는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

확보 및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추

또는 기업 차원에서 경쟁국들과의 차별화 방안

어지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또는 협력진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데 몇

건설에 차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원을 확보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집

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력, 진출경험, 리스크

강조하는 것은 금물이며, 상대국 사회가 갖고 있

관리 등 우리의 현실적인 경협 역량을 감안할 때

는 고유한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경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제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접목시켜

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경제협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새마을운동 전수의

력 역량을 집중할 중점협력 국가를 선정, 이를 중

경우 ‘동질적인 사회집단(homogeneous society)’

점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인근국가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아프리카

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점

를 국가 단위로 이해하고 있으나 하나의 국가 내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협력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

에는 종족과 종교, 언어가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

요가 있다. 우리의 경협 역량을 감안하여 산업(분

들이 살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농촌사회는 부족

야)별로 협력대상 국가를 달리하기 보다는 중점국

중심의 공동운명체적 특성이 매우 강하다. 새마을

가에 집중하여 산업별 협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

운동이 성공한 원천이 강한 지역적 유대감과 결속

계시킴으로써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통합적’

력, 그리고 전통적 리더십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면 이러한 조건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서는 개별 정부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포괄

셋째, 해외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확

적인 아프리카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둘째, 한국 고유의 경협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접근을 위해서는 우리 고유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금력

의 개발경험을 활용하되, 아프리카 현지사정에

이 충분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

적합한 ‘맞춤형’ 경제발전 공유사업을 실시하는

입은행 등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은 해외 금융기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는 선진국

관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 등을 통

과 중국의 대규모 원조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에서

해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의 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

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실리 위주 경협전

해 국가 신용등급이 낮고, 이 지역의 프로젝트에

략(대규모 인력진출, 저가상품 공세, 자원담보

는 복합적인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국내 금융기

원조 등)은 아프리카 내에서 ‘반중국 정서’를 초래

관이 단독으로 자금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따

하고 있고, 선진국의 발전모델은 벤치마킹의 대

라서 국내 수출신용기관이 적극 나서 선진국의

상이 되기에는 정책적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하여 세계은행(WB)·국제

이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자국의 개발수요를 가

금융공사(IFC)·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

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임 국가와 상호

투자은행(EIB) 등의 다자개발은행(MDB), 국제

신뢰·존중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를 모색하고 있

투자은행(IB)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금융 지원

다.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공유하

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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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중동의 개발금융기관(개발원조기관)과의 협
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은 정유공장 건설, 발전 및 담수플랜트 등 여러
건의 중동지역 프로젝트에 대해 중동 자금을 활
용, 공동 지원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슬람개발
은행(IDB)과도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국 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주
요국 기업들은 오랜 진출 역사와 자금력을 바탕
으로 아프리카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선진국 기업과의 협
력진출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 사업경험 등에서 열세에 있는 우리 기업
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선진국 기업과의 협력
진출은 리스크 분산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우리
업체의 진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선진국 기업과의 협력진
출은 사업 변경 또는 취소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
할 경우 선진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마다
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국
내 기업이 선진국 기업과 협력하여 진출에 성공
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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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고희채 (2011. 12)
ISBN 978–89–322–1375–0 / A5 / 226면 / 10,000원

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

경

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

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

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

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

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

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매머드급 행사 개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에 힘입어 향후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이 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

측 기관인 Global Insight(2011)는 브라질이

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2013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브라질 경제가 세계 5

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제, 영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의 강

토, 인구 규모 등 세 가지 면에서 세계 5위(Triple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

Big–5)를 달성하게 된다.

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

다음과 같다.

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

먼저 최근 브라질 경제의 부상은 다음의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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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브라질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을 수 있

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 논문을

다.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EMOS

① 안정적 경제성장주기 진입, ② 고인플레이션

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높은 경

시대의 종언, ③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진입,

쟁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 경제를 천연자원지식경

④ 과도한 정부지출의 악순환 고리 차단, ⑤ 20

제(Natural Knowledge Economy)로 평가했다.

년 만의 중장기 산업정책 재개 등 다섯 가지 커다

브라질은 또한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어 브라질 경제는 불과 10년 만에 경제규모가 2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제조업의

배 이상 증가해 2010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반

발전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경쟁력위원회는 브라

열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13년 세계 5대 경제

질의 제조업 경쟁력을 2009년 현재 세계 5위에

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 향후 5년 내 미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것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급부상은 부작용도 동반했

이라고 전망했다.

다.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그러나 브라질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이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달러 유입이 급증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했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

냥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도

히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

급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헤알화 가치 상승을

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

부추겼으며,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고평가는 제

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특허부문의 성과는 아직

환율 효과에 따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까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IMD(2011)

에서도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제고되

의 기술 인프라 순위도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권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업기술 인프

에 속했다. 응용기술 부문에서 브라질의 낮은 기

라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술수준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

결과, 브라질의 R&D 규모(GDP)는 꾸준히 증가

술성취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해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1.2%에 달

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했다. 브라질의 R&D 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변

해서는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해 결코

화는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종합적인 산업정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R&D 인력 규모도 지난

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10년간(2000~0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그간 브라질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힘

브라질은 과학기술논문 생산부문에서 지난 30년

입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추진

간(1981~2009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

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

다. 분야별로 브라질은 농업학, 동식물학, 미생

러나 지난 20년간 브라질 정부는 고물가, 외채위

요약집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가장 활발한 산업기술

한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정책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브라질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말까지 브라질

비롯한 브릭스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에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일명 Dialogue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3년 룰라 정부 집

4s: Sustainable Solutions–Science for

권 이후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급격히

Sustainability)를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

브라질과의 산업기술협력에서 2+2 협력 방식을 도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라 정부 집권부터 호세

입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만 머물고 있는

프 정부가 출범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산업정책

연구소 간 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

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2004. 3), 생산개

로 프랑스의 연구기관 1개와 기업 1개가 파트너

발정책(PDP, 2008. 5), 신산업정책(PBM, 2011.

십을 구축해 브라질 파트너(연구기관 1곳 및 기

8) 등 세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 추진 시점에 따

업 1곳)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브라질

라 산업정책의 목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공통

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

적인 목표는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에 적용하는 성격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호세프 정부의

이베로아메리카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CYTED)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을 운영해오고 있다.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일본의 대브라질 산업기술협력은 고위급 자문,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

브라질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전수

다. 이를 위해 호세프 정부는 생산투자 및 혁신 촉

등 원조형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일

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크

본이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서 거둔 가장 큰 성

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는 디지털 방송 부문의 협력이다. 일본의 적극

다음으로 브라질 기회 선점을 위해 EU, 미국, 일

적인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2006년 세계 최초로

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브라질과 어떠한 산

일본방식의 디지털 지상파 TV(DTT) 표준을 채택했

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U의 경

다. 브라질이 일본식 표준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

우 통합체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브라질

계 국가 중 11개국이 일본식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EU–브라질

미국과 브라질의 기술협력은 원조형 성격이 강한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EU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호 경쟁력을 가진 산

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

업 분야에서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대

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다자협력

표적으로 미국은 바이오에탄올의 국제상품시장 형

성격이 강했다. 특히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 선도국의 위치에 있는 브라질

2007년 7월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관계

과 바이오에너지 동맹을 체결하고 바이오에탄올 개

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은

발 및 확산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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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의 일원인 중국은 개도국 중에서 브라질과

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

가장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

의 기초과학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협력

다. 중국과 브라질이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협력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

해온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우주, 그중에서도 지

업기술협력은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가 불균형적

구관측위성 분야다. 중국과 브라질은 1988년 중

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국–브라질 지구관측위성(CBERS) 공동연구 및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국과 브라질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인 무역

강화해오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결과, 양국은

흑자를 기록하는 불균형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1999년 처음으로 CBERS–1 위성을 성공적으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투자 한국기

발사한데 이어 CBERS–3와 CBERS–4 발사를

업들이 현지 중소기업이나 R&D 기관과 협력 확

계획하고 있다.

대를 통해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늘릴 경우 양국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산업협력, 특히 산업기술

간 무역불균형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셋

협력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 브라질 경제의

째,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과 브라질

유망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전반

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적인 산업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

투자 측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괄목할 발전을

황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술시장에 대한 우리

거듭하고 있다.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기업의 진출 노력 여하에 따라 진출 기회가 매우

브라질은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투자도 크

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게 증가해 지난해 브라질은 한국의 8대 투자대상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

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술과

괄목할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가간

교육 부문이다. 그러므로 브라질 측이 높은 관심을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기술협력은 아직까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간 협력

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에서 왜 산업기술

이상의 산업협력 필요성에 기초해 볼 때, 브라질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 이유는 먼저 한국

과의 산업협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

과 브라질이 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해

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강국

향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

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켜

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기술력

야 한다. 둘째, 양국간 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요약집

적 협력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산업

둘째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다. 기술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협력 분

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브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질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시너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적극

지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특성을 감

셋째, 한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현재 진행 중

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인 브라질과의 EPZ 경험전수 사업 등을 통해 한

간 협력 등 협력 주체의 다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국식 EPZ 운영 표준을 브라질에 전파하고 초기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추진 시 우리 기업 및 연구

단계인 동북부지역 EPZ 내에 한국전용 산업단지

기관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기

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 및 기업체 등과의 설문·인터뷰 결과를 종합

넷째, 직업기술학교 설립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

한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은 브라질의 전략적 가

에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지 진출한

치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이었다. 둘째, 이 같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은 인식 부재가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예산 부족

아니라 인재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

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각

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각개약진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

다섯째,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브라질 철도시

다보니 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장 선점이다. 브라질 고속철 사업 수주는 그간 상

평가다. 셋째, 지리적 원거리, 문화적 및 언어적

대적으로 부진했던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 획기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장

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밖에 기술유출 우려,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

현지 지재권 제도의 취약성에 따른 불법복제 가

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

능성 등도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부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재하다. 따라서 고속철 사업은 한국과 브라질이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과 산업

간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추진할 수 있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

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시했다. 먼저 대규모 R&D 협력기금 조성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

브라질과의 확고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우

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

인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기

대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

업계 및 산업기술계 CEO로 구성된 가칭 ‘한–브

간 산업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

라질 R&D 서밋(Korea–Brazil R&D Summit)’

한 의미에서 대규모 R&D 기금 조성은 양국간 전략

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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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한·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최

소한 주는 GDP 성장률이 인도 전체 평균에 미치

받고, 한·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의 주별 성장

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

률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의 증가보다 그 밖의 요인

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

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다. 또한 장기성장률을 추

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정하여 고성장·고소득, 고성장·저소득, 저성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별

장·고소득, 저성장·저소득 주로 구분하였다.

투자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별 성창격차가 크기

대표적인 고성장·고소득 주는 구자라트, 마하

때문에 주별 성장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슈트라 등이고 고성장·저소득 주는 오리사이

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며, 저성장·저소득 주는 비하르, 마드아프라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별 장기성

시 등으로 나타났다.

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패턴을 전망하며, 이를 바

주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켰을 때

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먼저 투자율을 변경시켰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주별 성장패턴 및 장기 경

을 경우,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

제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모형(Growth

격차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

Account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과거 주별

이 낙후된 주일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성장패턴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을 적용할

분해해서 비교해 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경우, 개별 주들의 성장률 및 소득수준은 크게 변

가 크게 증가한 주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 역

화하였다. 당초 고성장·고소득 주로 분류되었

시 크게 증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감

던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구자라트

요약집

야 한다. 해당되는 주는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

장·저소득 주였던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

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등이다.

시,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한편 비하르 등 저성장·저소득 주들은 성장의

라자스탄, 아삼 등은 고성장·저소득 주로 이동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주별 성장

하였다. 카르나타카와 안드라프라데시는 저성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대적으로 강화해

장·저소득 주에서 고성장·고소득 주로 편입되

야 한다. 이들 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

는 결과가 나타났다.

적인 접근전략을 펼치면서, 당장은 주별 틈새시

한편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래에도 지

장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도 15개 주의 2026년

인도의 주별 성장 및 소득증가 속도가 선진국은

명목 GDP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물론 다른 신흥 개도국보다 빠른 만큼 주별 산업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의 명목

및 소비 수요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

GDP 규모는 폴란드, 터키, 태국 등의 GDP 규모

히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주별

를 추월한다. 특히 마하라슈트라의 경우 멕시코

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수요를 활용하는 전략을

는 물론 한국의 GDP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별 소득 급등과 함께

타났다. 또한 2026년 15개 주의 1인당 명목

소비구조도 급변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적

GDP를 추정해본 결과,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

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연구보고서

주가 저성장·고소득 주로 분류된 반면, 저성

트는 멕시코와 수준이 비슷해지고 타밀나두, 케
랄라, 하리아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비슷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주별 장기 성장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
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고성장·고
소득 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
적인 진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될 마하라
슈트라와 구자라트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협력 및
진출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보다 내수공략 위주로 접근해야 하며,
주별 특성과 주별 중장기 개발계획을 적극 활용
해서 접근해야 한다.
고성장·고소득 주의 경계에 있는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 주를 제2의 우선 공
략 대상 주로 삼고 선제적인 진출전략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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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년 12월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발트 3개

1

2010년 기준 관세동맹 3국은 인구 1억 6,750만

국을 제외한 나머지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

명에 GDP 규모 1조 6,775억 달러로 전 세계

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한 지 20년을 맞이하고

GDP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

있다. 그동안 CIS는 자주적이고 동등한 권리에

공동체(EurAsEC) 회원국들 가운데 우즈베키스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논의하고

탄을 제외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추가

협력해 왔다. 그러나 CIS는 창설 당시 느슨한 연

적으로 관세동맹에 참여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합체였기 때문에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수많은

여기에 다른 CIS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경

협정과 조약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효력

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CIS권 경제블록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가 주목된

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CIS 회원국들은 보다 실

다.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기준 CIS 국가 전

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체 GDP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까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0년에

닭에 향후 한국의 대CIS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창설, 발효됨으로써 CIS 역내 경제통합이 보다

따라서 관세동맹 출범 2년째를 맞이한 지금, 관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 관세동맹 3개

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3국에 대한 공동관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세율을 도입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역내 세

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CIS 역내 경제통합의 현

관통과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관세동맹 설립과정

황을 살펴보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을 완료하였다.

개국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관세동

요약집

서 안전성 검증을 받으면 그 결과가 다른 국가에

바람직한 대관세동맹 통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그

서도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목적이 있다.

관세동맹 회원국들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먼저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WTO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향후 제3국에

2장에서는 CIS의 창설 배경과 한계점을 살펴보

대한 공동관세는 러시아의 WTO 양허관세율에

고, CIS 내의 개별적인 통합그룹의 현황과 문제

맞게 조정되고, 해당 WTO 규범이 관세동맹 법제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관세동맹의 주

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국과의 RTA 추

요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진정책은 관세동맹의 현행 법제에 상세하게 규정

자 한다. 4장에서는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3국 관세동맹 간의 무

흐스탄이 CIS 국가, 뉴질랜드, 유럽자유무역연

역현황을 살펴보고,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

합(EFTA), 베트남, 몽골 등과 FTA를 공동으로

형을 통해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결과에 따를 것

를 제시하고, 관세동맹이 회원국과 한국을 비롯

으로 전망된다.

한 제3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관세동맹 3개국의

다. 끝으로 5장에서는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관세동맹 3개국이 한국 전

및 투자협력 확대 방안과 더불어 관세동맹 3개국

체 수출의 1.8%(약 84억 달러), 수입의 2.4%(약

의 WTO 가입 및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10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다지 높지 않

살펴보고, 이들이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

은 편이다. CGE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교역규

출하고자 한다.

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후

현재 관세동맹의 역내 무역은 완전 100% 자유화

생 수준은 약 400만~600만 달러가 감소하여 3

되었고,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도 일정 유예기간

국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한

동안 카자흐스탄이 수입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미치는

만 예외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통일되

영향을 보면 한국의 섬유/의류 그리고 자동차 및

었다. 제3국과의 교역에 대한 비관세장벽 중 수

운송장비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출입 금지조치, 수량제한 등의 규제는 대체로

으나, 각각 –0.17%, –0.08%로 그 크기는 미미

GATT의 요건에 맞게 적용되며, 반덤핑·상계관

한 수준이다. 비록 현재까지 한국과 3국 관세동

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예전과 다르

맹 간의 교역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세동맹이 한

게 개별 국가가 아닌 관세동맹 전체 차원에서만

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향후 다른 CIS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기술규제의 경우 현재 관세

국가들이 관세동맹에 참여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

동맹의 공동 기술규정이 채택되었거나 준비 중이

대되면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다.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에는 관세동맹 영역

욱이 관세동맹은 2012년부터 공동상품시장보다

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이 3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인 공동경제구역(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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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

와 기업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비롯

다. 이 외에도 자본축적 CGE 모형을 이용한 산

한 CIS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업별 분석을 기초로 각국에서의 생산 및 수출 증

국가와 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수

감률 효과를 측정한 결과, 카자흐스탄을 제외하

립할 필요가 있다.

면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의 수출이 특히 증가할 것

3국 관세동맹이 주는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

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전기/전자제품과 기계산업

다. 우선, 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관세동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 수출을 확대하

맹 3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은 미미하지만, 향후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과 소

다음으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같다. 2010년 CIS 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

있다. 특히 관세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자흐스탄 간의 3국 관세동맹이 발효된 이후 전반

WTO에 가입하면 러시아의 관세율이 낮아지고,

적으로 관세동맹국 내에서 경제적 통제가 적어지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관세율도 따라서 감축

고, 현지 생산 공장들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될 것이다. 이들 국가의 관세율이 감축된다고 우

있다. 특히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역내 관세국

리나라의 수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경이 폐지되면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일 수 있다. 관세

대카자흐스탄 수출이 대폭 확대되는 등 역내 경

율 감축에 따른 수출 확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

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3국 관세동맹이

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력 수출품에만 안주하지

창설되어 단일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앞으로

말고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

서는 업계, 무역 관련 협회 그리고 정부가 긴밀히

부와 기업은 단순히 무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

협조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을 점검하

세동맹국에 대한 현지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고 해당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

필요가 있다. 이미 관세동맹 3개국에 진출해 있

요가 있다.

는 한국기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출할 기업들도

또한 관세동맹의 회원국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경

관세동맹 역내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가격경쟁력

우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무역창출효과(trade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이점을 최대

creation effects)도 더욱 확대되고, 자유무역협

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에 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작게

이와 동시에 3국 관세동맹이 발표되면서 따라 역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국 확대에 따른 기회비용은

내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입

이제 한국기업은 관세동맹국과의 교역확대 외에

장에서는 관세동맹 형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산

도 어느 국가, 어떤 분야의 투자를 진행할 것인지

업의 경우에 3국 관세동맹에 대한 직접투자를 수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적합한 전략을

출 촉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위해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관세

요약집

많이 개선된 상태여서 한국기업들은 중장기적으

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관세동맹의 이점

로 러시아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세동맹 3개국의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또는 동유럽에 비해 거래규

투자환경과 각국의 산업경쟁력을 분석한 후 현지

모가 훨씬 큰 시장이다. 러시아는 소비재의 약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계설비의 노후

관세동맹 국가에 진출해 있거나 투자진출을 계획

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재를 비롯한

할 때 무엇보다 관세동맹국 간의 조세제도와 조

각종 제조업, 기계 및 운송장비, 플랜트, 의료기

세부담률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 분야의 투자진출이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관세동맹 회원국들 간에 아직 세금이 통일되지

벨라루스의 경우 인구 950만 명으로 비교적 시장

않았기 때문에 공동경제구역(SES)이 완전히 작

이 협소한 편이고,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미흡

동할 때까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진출할 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진출 여지는 많

요가 있다. 3국 관세동맹 가운데 대체로 카자흐

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지의 저렴한 임금,

스탄의 조세제도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다수의 숙련공 보유 등 벨라루스의 장점을 살릴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개인소

수 있는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카자흐스탄,

득세에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비

러시아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해 훨씬 낮은 편이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있다. 벨라루스의 유망 투자진출 분야로는 IT

에 비해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벨

(소프트웨어), 상용차(대형트럭, 광산용 특장차),

라루스의 경우 다른 관세동맹국들에 비해 인건비

화학산업, 칼륨비료, 농기계, 건설자재, 식료품

가 저렴하고, 부동산 가격이 낮으며, EU와 러시

가공(육류, 우유, 야채), 농업 등을 들 수 있다.

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지

에 두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제 시설은 낙후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 전반적인 투

어 있기 때문에 석유정제, 가스정제 및 석유화학

자환경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

산업에 투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유망하다고 판

으로 고려하여, 우선 CIS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

단된다. 카자흐스탄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인근

업들의 경우 현지 생산공장의 재배치를 고려할

관세동맹국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단일시장만을

문이다. 이 외에도 최신 기술과 설비를 활용한 농

노린 투자진출이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

업, 축산업 및 축산가공업, 신재생에너지, 이노베

의 관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현지 진출은 신중을

이션(혁신) 부문의 진출도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관세동맹 회원국인 러시아와

관세동맹 국가별 유망진출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

카자흐스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과 같다. 아직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열악한 상황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이긴 하지만, WTO 가입을 앞두고 과거에 비해

국으로 유치하여 수평적 투자협력의 확대를 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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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국과 관세동맹

제2차 회의까지만 하고 아직 협상을 개시하지 않은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확대기반을 조성할 수 있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WTO 가입 후 FTA 논

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필요한 관세동맹 국

의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외교안보적 효과도

바, 향후 FTA 추진 시 관세동맹을 대상으로 한 상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부처에서는 투자유

대국의 범위와 협정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세동맹국인 러시아를 필두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향후 WTO 가입은 다자무역제도
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관세동맹의 공동관세가 러시아의 양허 수준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세동맹의 일부 관세가 향후 인하될 전망이다.
즉 러시아의 상품 관련 WTO 가입 조건이 향후
관세동맹을 통해서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도 사실상 적용된다는
점에서 WTO 회원국인 한국은 소위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세동맹 국가들이 WTO에 가입한 후에는 관세
동맹 국가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시장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
춰 이들 시장을 선점하고 상호 간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이들 국가들과 FTA 체결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통관제도 개선, 투자자보호 및 투자분야 확
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및 에너지자원 협
력 등에서 현저한 진전을 이룰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관세동맹 국가 중
러시아와 2005년부터 FTA인 ‘양자간 경제동반
자협정(BEPA)’을 추진해 왔으나 공동연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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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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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

중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추이를 부문별

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

로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중간재 수출이 2008

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

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

펴보면, 중간재 수출이 288억 달러를 기록한

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2010년의 경우, 일반기계부품(64.3%), 석유제품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및 코크스제품(50.2%), 자동차 부품(57%), 플라

본 연구에서 중국 해관수입통계 데이터를 입수하

스틱(19.5%), 화학원료(14.3%) 등이 중간재 수출

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시

증가세를 주도했다. 한편 한국의 최종재 수출도

장에서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수입

2010년에 전년대비 52.9% 증가하여 83억 달러를

시장에서는 5.9%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밀광학기기(35.7%), 교

의 경우,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

통운수기기(63.1%), 일반기계제품(68.2%), 특수

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목적기계(74.1%), 전기기기 및 장비(32.7%), 전

국가는 일본(11.6%), 미국(8.3%), 독일(7.5%)로

자통신(75.6%)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나타난다. 내수용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로 1차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주요국들의

산품, 중간재, 최종재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한

경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독일이 경쟁구

국은 중간재의 비중이 76.3%로 가장 높으며 대

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

만도 이와 비슷하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

학원료와 플라스틱 부문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본, 미국, 독일은 모두 최종재 비중이 높은 반면

이 주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최종재 수

중간재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입시장은 일본, 미국, 독일의 삼국 경쟁구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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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일하게 섬유와 의류 부

투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

문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으나 대중 부품소재 수출 금액과 비중은 여전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 투자 추세와 중국진출 한

늘고 있다. 열한째, 중국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

국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KOTRA의

가 감소하고 있다.

<그랜드서베이>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투자

한국이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서 직면한 이러한 현

기업 서베이의 역대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했

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략은 내수시장 진

다. 이에 따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단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4년 정점

순 제조 가공에 불리해지는 반면, 소득이 증가하고

에 이른 후 현재까지 줄곧 감소하고 있다. 둘째,

내륙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 되기

지역별로는 주요 투자 대상지였던 산동·강소·

때문이다. 특히 사치품 시장, 저가 시장, 2·3선

베이징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화동(華東) 지

도시 시장, 농촌 시장, 80후(後)·90후(後) 시장,

역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내륙지역 투자는 뚜

여성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렷이 늘고 있지 않다. 셋째, 제조업의 비중이 낮

이러한 중국의 내수시장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

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70~80%에 이르며, 이

출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는 세계 평균인 46.9%보다 매우 높다. 넷째, 건

연구는 향후 유망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외자기업

당 투자금액은 커지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영

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

업실적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의 실적은 그렇지 않

적으로, 최종재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독

다. 여섯째, 2007년 전까지 제조업의 매출액은

일의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Media–Markt(서비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그 후 성장세는 안정됐

스업), 일본의 정밀화학기기 제조업체인 시마즈

다. 일곱째, 숙박음식, 상업서비스, 대중매체, 건

제작소, 식품가공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한국

강의료 등 몇몇 신흥 서비스업에서 한국기업의

의 농심(農心), 홍콩의 의류 체인인 Another

매출은 정체돼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도소

Group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중국 소

매, 교통운수, 레져 등의 업종에서는 높은 매출액

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한국기업들은 중국

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서

의 경영환경이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부 및 동북지역의 2·3선 도시에도 진출해 시장

있으나 인건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악화되고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거대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 아홉째,

한 자본의 뒷받침을 받아 현지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기진출 기업과 협력했으며, R&D 거점을 중국에

인식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 대한 매출이 한국이

두고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

나 제3국에 대한 매출보다 더 큰 이윤을 가져오

다. 또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

나, 내수 매출 비중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

음이 드러났다.

다. 열째, 원부자재 조달이 현지화됨에 따라 대중

무역 측면에서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은 중간

요약집

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 있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중

고 현지 정부의 투자유치 태도도 적극적인 중서

간재의 우수품목군으로 분류된 철강, 통신기기

부 지역으로의 제조업 진출이다. 둘째, 내수 소비

부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비철금속 등 5개 품목

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필수 통로인 한국 유통

은 중간재의 특성상 중국 내 수출선 유지가 필요

채널 확보이다. 셋째, 이미 몇 군데 설립돼 있는

하다.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된 플라스틱, 화

한국기업 공단의 확대설립이다. 넷째, 유통채널

학원료의 경우, 우리의 중간재 수출 1,2위 품목

미확보로 중국에서 대기업에 비해 줄곧 부진한

인 동시에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의 경쟁심화가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형 국유기

예상되는 품목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업에 외국기업과의 제휴권을 빼앗긴 중국 중소기

최종재의 경쟁심화품목인 정밀광학기기의 경우,

업 간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종재 수출품목군 중 1위 품목으로 향

그 외 대중국 통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사점으

후 중·대만 간 ECFA로 인한 대만의 대중국 수

로, 중국의 거시경제, 산업, 환경 등 정책 변화에

출여건 개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품목으로 주목

대한 상시 점검의 중요성, 한·중 FTA 협상에서

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양자간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고려 외에 주요국과

진출을 위해 한국의 주요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합하는 품목들의 가격경쟁력

들에 대한 중국 내 수요를 파악하고 중간재 및 최

상승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보고서

재와 최종재를 ‘우수품목군’, ‘확대유망품목군’,

종재 확대유망 품목군을 대상으로 경쟁국과의 제
품 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재
내수시장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목표시장을 설정
한 후에 목표시장별로 나누어 공략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활동의 특징
을 SWOT 분석 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둘
째,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진출이 정체돼 있으며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
역 개발과 함께 내륙지역 투자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넷째, 중국에서 임금을 비롯한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자 선별수용
정책 등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
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중
투자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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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본

진출 동종업체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진출이 가능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

하고, 해당 지역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이었

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다.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였고,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도 현지 조달이 대부분이었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

다. 비정규직을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109

정규직 종업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10~30%로 높았

개, 76개, 33개의 설문조사지를 회수하여 분석

다. 현지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고, 인도네시아와는

하였다. 이를 위해 531개로 추정되는 인도 진출

비슷하며, 베트남 법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

우리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성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27%에 해당되는 144개

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3년

기업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 확인불가능 상태임

간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조사 가능 기

인도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업 대비 58.4%이고, 조사 거부 기업을 제외한 경

증가하였고, 본사의 종업원 수도 증가한 기업이

우 66.9%로 지금까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

많았다. 진출기업들의 향후 3년간 사업운영 방향

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수율

은 투자확대가 가장 많았고, 향후 주요 경영전략

을 달성하였다.

으로는 매출증가, 마케팅 강화, 생산관리 강화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동기 1순위는 현지 내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수시장 진출이었다. 현지 입지선정의 이유는 기

동기 1순위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내수시

요약집

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기업

요한 요인이었다. 비제조업의 입지 및 내수판매

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직항운행 확대, 현지투

정도, 최근 및 향후 성장성 등은 제조업 부문과

자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 중에서 비정규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인도정부에 대해 비자 편의,

직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반면, 정규직

부패 타파, 인프라 구축, 직항 확대, 한국전용공

의 이직률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임금수준도 중

단 등의 순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국보다는 낮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수출입은행 해

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자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을 바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진출동기 1순위는 한

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

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였다. 특히 현지 입지선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노무, 세제와 같은 법률 관

것이 한국 진출기업 수였다. 향후 이전하거나 사

련 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구축하고

업장을 확장할 경우 방갈로르와 델리에 대한 선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출기

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지역 시장이 크

업 DB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도 시급하다. 이

고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를 위해 정부는 상기 과제를 포괄하여 담당할 주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이 인사관리에서

인도상공회의소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지만 이직률 자체는 제

리 정부는 또한 비자 및 항공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

조업이나 비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개인

서 장기 비자 및 직항편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에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공동위원회(joint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는데, 사업운

committee)와 같은 기존에 마련된 협의 채널을

영 방향은 현상유지가 많았다.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업그

한편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인도

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

한·인도 CEPA 협정문에 명시된 인도 진출 우리

였다. 향후 3년간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측 은행지점에 대한 ‘우호적 고려(favorable

전망이 우세하였다. 반면 최근 3년간 가장 악화

consideration)’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은행

된 부문으로 노무관리, 세무, 행정서비스, 입지

의 대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

여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악화될 부문도 세

도에서 우리 기업들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

무, 노무관리, 인도정부의 정책, 행정서비스 등

로사항인 열악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으로 지적되었다.

기업전용공단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보고서

장 진출이었고,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도 중

우리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조기업은 금
융지원, 장기 비자, 한국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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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

이

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

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무상 모두 프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

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

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

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

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

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

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

요약집

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

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

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

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

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

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

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

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

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

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

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

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

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운영 과정에서 싱가포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

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

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

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

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

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

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

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

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

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

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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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

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

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

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

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

(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

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

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

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

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

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

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

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

110 l

요약집

연구보고서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김진오·권기수·고희채·박미숙·김형주 (2011. 12)
ISBN 978–89–322–1381–1 / A5 / 282면 / 10,000원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본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

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

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외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

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

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

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

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

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

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

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

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

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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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되어야 할 것이다.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

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

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

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

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

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개도

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

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

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

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

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야기하여 직·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

가 어렵다는 점이다.

화하고 있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

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

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

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

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

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외 무역관계에서

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MERCOSUR

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

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한·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

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요약집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EU FTA

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

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대책의 일환으로 한·MERCOSUR FTA 체결에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

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

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마련을 기대하였다.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이상의 환경에서 한·MERCOSUR FTA가 추진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

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MERCOSUR

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

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

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

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

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

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

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

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

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

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

었다. 이는 한·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

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한·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

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MERCOSUR 무역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필요가 있다.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한편 한·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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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
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
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국별 혹은 소지역별·업종별로 구분
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
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
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
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
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
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
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
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국의 경제·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
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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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한바란·윤서영·박광순 (2011. 12)
ISBN 978–89–322–1382–8 / A5 / 164면 / 7,000원

011년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기반으

2

먼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주

로 세계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

요 경제적 협력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 정치변동을 겪게 되

노동시장구조를 정리 및 분석하고 최근 관련 정책

면서 정치변동의 주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된 높은

을 평가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에 대해 고

청년층 실업률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

찰한다. 특히 과거 기존 문헌에서 일반적인 사실

다. 장기 독재정권이 교체된 튀니지, 이집트, 리비

로 기술해온 양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통계 및 현

아뿐만 아니라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지 업체 및 관계자 면담 등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UAE 등의 노동시장문제와 실업문제 전반에 대한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중이다.

양국의 경제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실업은 노동의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긴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정리해본다. 원유

다. 하지만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만성적 실업

에 기반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구조에서 가장 주

과 높은 청년층 및 여성의 실업은 일시적인 수요·

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공공부문의 GDP 기여도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가 큰 반면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는 적다는 것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중동·북아프리

이다. 고용의 공급 측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정권

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업 양상은 어디

유지 등을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고임금과

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직업 안정성, 연금제도 등 다양한 비급여 혜택을

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

제공해주면서 자원으로 획득한 부를 재분배한

가 이에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일

다.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으로 자원가격이 떨어

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져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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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안전망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고용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수요 측면에서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 임

초점을 맞춘다.

금 외 혜택, 사회적 위신 등이 높은 공공부문을
선호한다. 유가에 따라 변동하는 경제의 특성상,
노동자 역시 경기 부침에 더욱 민감하고 따라서
다른 국가의 노동자보다 직업 선택에서 안정성을
더 중시하여 공공부문 고용을 원하는 측면도 있
다. 자원기반의 경제구조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
동 참여율에도 기여한다.
제3장에서는 통계와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양국
인구구조와 노동시장구조 및 주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양국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현황과 산업별 고용 현
황에 대해 정리해본다. 또한 양국에 팽배한 자국
인 실업, 특히 청년·여성·고학력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공공·민
간 부문의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에 대해 분석해
본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를 원하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에서 근로하다 공공부문 일자
리가 생기면 바로 이직하는데, 이에 따라 민간부
문의 대다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
자로 채워진다. 이러한 공공부문 편중 현상은 자국
인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새로 유입되는 특이한 노동시장을 낳는다.
제4장에서는 현재 양국이 펼치고 있는 주요 노동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자국인 인력양성정책, 자
국인 고용촉진정책, 직업연결정책,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장려정책 등을 정리해보았다. 제5장에
서는 4장에서 다룬 양국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양
국의 자국민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과 노동시장

116 l

요약집

2011

요약집

세미나자료

11–01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

Lee–Jay Cho and Chang Jae Lee eds. (2011. 4)
ISBN 978–89–322–3055–9 / A5 / 182면 / 7,000원

한

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

을 위한 지역개발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

아시아 지역은 러시아, 몽골 및 미국과

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
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
다. 반면 냉전 종식 후 민족주의에 따른 대립으
로 인해 지역안보는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각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역시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개발 분야
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
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에 발간한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개발

118 l

요약집

세미나자료

11–02

2010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Yang–Hee Kim ed. (2011. 5)
ISBN 978–89–322–3056–6 / A5 / 304면 / 10,000원

세

계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 연구자간 교
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역량을 강화

하고자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
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성과
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
다.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해 지
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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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중국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정영록·徐長生 공편저 (2011. 9)
ISBN 978–89–322–3057–3 / A5 / 208면 / 10,000원

120 l

자료집은 2010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

이

하고 있습니다.

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

중국의 중부굴기(中部崛起)가 소기의 성과를 거

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두게 된다면, 중부의 핵심지역인 창장(長江) 중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류 도시군은 기존의 창장, 삼각주, 주장(珠江) 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

각주 및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중과기대학 경제학원(華中科技大學 經濟學院)이

지역에 이어 중국경제의 제4의 성장거점으로 부

공동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중부 발전

상할 것으로 기대될 정도로 그 잠재력이 높게 평

을 위한 중국 중앙 및 중부 6개 성(省)의 구상, 전

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중부

략 및 전망과 중국 중부와 한국의 경제협력 증진

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여건이나 투자환경은 아직

방안 등에 관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도 많은 분야에서 동부연안에 비해 상당히 취약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중부 발전(中部崛起)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중부지역은

을 중국경제의 균형발전을 향한 중점 발전전략의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협력 대상 지역인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

동시에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낯설어 신중한 사전

앙정부당국은 이미 중국 중부지역을 농업, 에너

조사와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원재료, 장비제조업의 생산기지 및 중국의 동

러한 의미에서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로서 향후

서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운수의 허브로 육성·발

중부굴기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우한에서 이번에

전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중부 6성의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중국 중부

지방정부와 함께 이의 구체적 실현에 박차를 가

의 발전전략과 한국과 중국 중부 사이의 협력증

요약집

세미나자료

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
국의 중부굴기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한국과 중부지역의 협력구도를 설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를 묶은 이 자료집은 중국 중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구도 설정
에 관심을 가진 정책수립가나 기업인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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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채 욱·이장규·김부용 공편 (2011. 10)
ISBN 978–89–322–3058–0 / A5 / 334면 / 12,000원

글

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

협력 증진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다양한

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

지역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 산업
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
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
발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
러한 정책적 기조하에서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 주장삼각주와 창장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산업이전, 신
흥산업 육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
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내륙지역 개발
정책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이 자료집은 2010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권역별·성별연
구단 국제세미나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
별 경제동향”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
이다. 12차 5개년 규획을 앞두고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권역별 경
제 현황 및 동향은 어떠한지, 한·중 양국의 경제

122 l

요약집

세미나자료

11–05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I: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고희채·이준규·오민아·이보람 (2011. 12)
ISBN 978–89–322–1351–4 / A5 / 222면 / 10,000원

중

국, 일본,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러시아,

발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몽골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
적인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다. 반면, 냉전 종식
후의 민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지역안보 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경
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을 보유한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잠재
력을 역내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
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에너지 및 환경,
녹색성장 분야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분야
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
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다. 이에 본고는 2009년, 2010년에 발간했던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세 번째 속편으로 동북아
시아 지역통합과 역내 공동 개발을 위한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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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집

ODA 기초연구

11–01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김종일·황원규·윤미경·김낙년 (2011. 12)
ISBN 978–89–322–2247–9 / A5 / 298면 / 10,000원

126 l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본

고조되고 있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

문제를 채택하였다. 정책일관성 확충은 국제개

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

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하여 한국의 국제개

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

발협력정책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나 지금까

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이다. 마지막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4

으로 경제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에

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서로 독립적인 4개의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분야는 현재 G20 개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제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

G20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

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연구가 필요한 주

여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다.

제이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분야이다. 대부

첫 번째 주제로 G20 개발의제가 강조한 성장지

분의 기존 연구가 1960년대 이후의 개발연대의

향적 개발철학에 비추어 한국 ODA의 개선방향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이 집중적으로

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원조를 받았던 시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

번째 주제로 아프리카에서의 개발과 원조를 채택

기 이전의 1950년대이다. 이 시기의 한국의 원조

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의 비중이 높

수혜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개발에서 원조의 역

아질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의 원조와 개발의

할을 재인식하고 한국 경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자 하였다.

ODA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구성에 대하여 간

번째 주제로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이

략히 설명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G20 개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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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미흡, 지역전문가의 부재 등을 제기하였으

추어 바람직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에 대하여

며, 기본방향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성장지향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

적 개발원조 추진 등과 함께 전략분야로서 식량

용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의 특징을 성장지향

증산 및 농업지원, 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 개

적 개발협력,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수원국

발협력과 민간투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발을 위한

주도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정책일관성(PCD)은 선진국이 원조와는 직접 상

기초로 G20 개발의제의 의의를 기존 개발의제와

관이 없는 자국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

비교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 ODA 개선을

속가능발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이행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국 ODA 정

하거나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

책의 기본방향으로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선택과

록 함을 일컫는다. 한국은 원조체계의 국내 일관

집중, 전략성 있는 일괄적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성조차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

ODA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 정책일관성 제

일관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고, 다자원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한국

PCD에 대한 인식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OECD

의 개발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등을 제

DAC 논의에 비추어, 특히 EU를 벤치마킹했을

시하였다.

때 한국이 PCD 제고를 위해 취할 기초적인 정책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조

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법에 의

와 국제개발의 현황 및 논점을 짚어보았다. 이 장

해 PCD 의무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PCD 정

에서는 아프리카를 향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책문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둘째, PCD를 중점적

어떤 양태를 띠어왔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으로 챙길 수 있는 PCD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도

아프리카인들이 서구사회의 원조에 대해 어떻게

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원조의 집행 또는 주요 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아프리카

도국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사후 평가는 물론이

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한 후, 아프리카에서 중국

고 사전에 정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

이 어떤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서술하였

행하여야 한다. 셋째, 개도국과의 각종 무역협정

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과 투자협정을 PCD 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

문제점과 기본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

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PCD 관점에서 이

으로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몇 가

루어져야 하며 PCD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

지 전략적인 한국의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

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제5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

의 문제점으로 빈곤 정도에 비해 적은 원조액수,

을 알아보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

이러한 적은 원조의 분절화, 지원을 위한 집행체

를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에 도입된 원조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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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모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험은 원조가 물자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리고 원조가 당시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거시

매개로 하여 수원국의 경제 제도나 정책을 바람

적·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나아

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

가 원조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수원국의 입장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외환정책과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

산업정책을 전개하였는지, 이에 대해 미국은 원

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조를 지렛대로 하여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원
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의
거하여 한국의 경험이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
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 도입된
원조물자는 초기 구호단계에서는 직접 소비재,
본격적인 무상원조 도입기에는 원료나 반제품,
유상원조(공공차관)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사
회간접자본 투자, 나아가 상업차관에서는 제조
업의 생산설비 등으로 도입물자의 중심이 이동되
어왔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원조가 직접
소비재의 형태로 제공(이 경우는 구호적 성격의
원조에 한정할 필요)되기보다는 원료나 반제품과
같이 현지에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둘째, 원조물자가 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은, 예컨대 원조물자와 경합하는 현지 산업과 그
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우 상반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원조물자의 배정
조건에 개입하여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 이것
을 정책목표를 향해 민간을 유인하기 위한 자원
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그 효과는 경제적 성
과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수혜자를
선별할 수 있는가 여부, 그리고 이를 집행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넷째,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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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U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

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

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

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

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

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 공유가 강조되고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

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

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

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

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는

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

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

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

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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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이 강조되고 있다.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

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

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

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

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

(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

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

히 살펴보았다.

적 빈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

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

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

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석에 입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

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

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

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

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

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

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

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

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

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

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

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

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할 사항들이다.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

요약집

ODA 기초연구

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투자 분야 원
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투자 분야 Mini–
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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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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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

한

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의 주

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

류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AfT 추진체제에 대한 심

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

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로

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

서는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

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

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

이 AfT의 확대과정에서 친빈곤층 원조라는 국제

고방식에서 고안 및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원조철

이다. 또한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를 갖추고

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AfT 사업의 구체적 형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주요 선진공여국 내

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에서는 AfT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

경우, KOICA를 중심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방

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

법론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 한국도 AfT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확립하고

PBA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AfT 추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는 무역의 주류

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필요성

화, 친빈곤층 원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수준의 노력은 이루어지

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는 수

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미

원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무역이 주된 전략

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여국 역시 수원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AfT 정책체계의 정비가 선

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무역이 중심

행되어야 한다.

요약집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을 절충한 복합형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

한국이 복합형 AfT 추진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으로 분석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대한 기본

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

지침에서 AfT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

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AfT를 원

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분야의 유상 및

조정책의 독립적인 중점 분야로 다룰 뿐만 아니

무상원조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을 제시해야 한

라 기존 중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무역

다. 전략지침은 일반적으로 AfT를 추진하는 정

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AfT의 위

책주체가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구상 및 실시, 평

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

이러한 모형의 채택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서 한국이 복합형의 무역 분야 추진체제를 갖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능이 외교통상부와 기획

출 경우, 전략지침 작성에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

재정부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AfT

해야 한다. 한국은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조

추진체제 수립을 이유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 현황을 활용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국무총리실이 유·무상 AfT를

때, 유상원조기관과 무상원조기관을 모두 아우

통합하는 전략지침의 작성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르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

복합형 원조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

다. 둘째, 분절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체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

가 AfT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

실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

다. 즉 무역제도의 개선 지원 등 단발적이고 비교

지침 작성은 실행부서의 정책기능에 의해 보완되

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무역 분야 지원은 무상원

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합원조체제

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원조기관이 AfT 전략지침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유상원조 사업

을 관할해야 할 것이다.

ODA 기초연구

한국의 AfT 추진체제는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

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
의 8대 중점 분야에 무역 분야를 추가하여 9대 중
점 분야로 확대하거나 현재 중점 분야 중 산업 등
일부 분야를 무역을 포함하는 분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
역을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여 각종 사업에서 무
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
하는 경우에도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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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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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한균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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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중

이

서 제시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민관 협력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NGO와 기업을

assistance) 분야에서 민관 협력(PPP: public–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민관 협력 사업

private partnership)의 발전방향을 기업 입장

을 통합하여,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에서 검토한다.

협력의 개념을 단순화하는 방안, 현지 정부나

기존 PPP 관련 연구 대부분은 국제개발협력 담

NGO와의 협력관계를 적극 고려하고 촉진시킬

당기관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PPP 사업

필요성, 소요 자원 공동 부담 형태에 더한 기업의

의 주요 상대방 중 하나인 기업 관점에서의 발전

개발 기여 역량 강화 사업의 추가를 제안했다.

방향에 대한 검토는 협력 상대방의 입장을 균형

민관 협력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PPP라는 같은

있게 고려하여 보다 공고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다소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는 개발, 원조, CSR PPP 참여자의 PPP 참여를

이 연구는 현재까지 축적된 기업의 사회책임

통한 기대성과를 가능한 PPP 성과 관리체계 안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기존

수용하되, 개발 > 원조 > CSR의 순서로 고려할 것

문헌 검토를 통해 (1) CSR과 PPP 범위의 재검토,

을 제안한다. 기존 규범모형을 통해 각각의 PPP

(2) 우리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파악, (3) 이

와 관련된 기대성과의 예를 함께 제시했다.

미 개발된 사회공헌 규범모형의 정리를 다루었다.

민관 협력의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PPP

이상의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민관 협력의

사업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발전방향을 (1) 민관 협력의 범위, (2) 민관 협력

기대효과 등 사업 자체의 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

성과 관리, (3) 민관 협력 대상 선정의 세 측면에

는 점에 더해, PPP 사업 신청 기업이 개도국 현지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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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개도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기
업의 CSR 활동이 기업경영 전략 전반에 일관되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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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 한국

O

우 세계화, 지구촌 사회, 국제사회와 정치, 국가

의 위상 강화와 국제조달시장의 확대, 글

발전과 지구공동체, 세계 시장과 한국경제의 미

로벌 경제 확대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개발협력

래 전망 등의 제목으로 개발협력 관련 내용이 교

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과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화된 교과목과 전

있다. 또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분야별·지

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 관련분야 전반을

역별 국제협력 관련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인 국제대학원은 교육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인력양

정이 다양하지 못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 운

성의 배경과 필요성,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의

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들이 유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의 인력양성 체계 사례분

사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이

석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

부족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원 확보가

방안을 제시한다.

용이하지 않아 글로벌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관련 종사인력은 정부부

수 있는 인력양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처,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부처 산하기관, 대

개발협력 분야 진입 단계에서 개발협력 전문가를

학, 민간컨설팅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양성하고, 국민들의 원조와 개발협력에 대한 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인력양성 체계’에 초점

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ODA 교육원은 프

을 두고 접근하였으며, 진입 시기를 기준으로 개

로젝트 관련 교육 이외에도 인성, 언어능력, 해당

발협력 진입 전 단계, 진입 단계, 사업수행 단계

분야 전문성, 보고서 작성 능력, 리더십, 건강 상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태, 채용 요구 조건 등 개발협력 분야 종사를 위

개발협력 진입 전 단계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경

한 기초요건에 대한 일반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요약집

이 방대하고, 참여 인력의 지역별, 분야별 전문성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국제기구들은 실무경험자를 선호하고 있어 이를

파트너십 프로그램(NGO 포함)과 개발도상국 연

활용한 개발협력 분야 인력양성 필요성이 대두되

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학위 프로그램이 활성

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화되어 있다. 영국은 초·중등 과정의 개발교육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개발협력 분야를 적극 활

과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지역 유관기관의 파트너

용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

십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철저한 수요

가되나 일회성,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Local demand), 시장(Market) 중심의 정책 및 제

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도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특징적이다.

개발협력 분야 사업수행 단계에서 전담기관은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

유·무상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

로 다양성과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개

다. 자체 인력 및 참여 전문인력 활용 폭을 넓히

발협력 일원화(분권화 해소)에 부합하는 융·복

고, 사업 중 개발, 컨설팅 분야 비중의 확대 필요

합형 인력양성 시스템 체계화, 개발협력 관련 정

성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 NGO는 재정구조가 취

보공유시스템 구축(생성, 가공, 배분, 활용), 생

약하나 개발협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애연계형 개발협력 인력양성, 취업·일자리 연

기관이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으므로 체계

계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요청된다. MDB 조달시

세부 추진방안은 부처, 전담기관, 국제대학원, 개

장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컨

발 NGO, 기업, 민간컨설팅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설팅 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제시하였다. 정부는 개발협력 종사 인력수급 전

므로 사업수행의 선진화 및 체계화, 분야별 사업

망 및 조사, 전문가 재교육 시스템 구축, 생애차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원의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현장 전문인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

력 양성, 유연한 개발협력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

과, 일본은 JICA가 핵심이 되어 초·중등학교의

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국제대학원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참여활성화 프로그

의 고유기능 수행 촉진과 대학 연구소의 역량 강

램을 제공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인턴십, 주

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발협력 컨설팅 기

니어 전문원 제도 등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 청년

관 육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인력양성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대학원,

및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개발협력 추진을 제시

개발 NGO 등에서 초기단계의 개발협력 인력을

하였다. 중장기 과제로 수행기관의 전문인력 및

육성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은 USAID를 통해

전문성 확보, 중장기 차원의 인프라 구축, 타 분

양성·활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다

야 전공자들의 참여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ODA 기초연구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양한 개발협력 분야별로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전
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인력 풀(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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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손기태·김민희·박수경 (2011. 12)
ISBN 978–89–322–2242–4 / A5 / 84면 / 5,000원

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2

기간이 지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발생한 결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과를 비교한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원조 비율을

간단하지만, 참여자의 이탈과 같이 실험 과정에

0.25%,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

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

다. 우리나라의 원조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원

에서는 실험적 방법의 기본 논리에서부터 실험

조의 질적 제고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연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

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실험을 통한

법을 설명한다. 또한 자연재해 복구같이 도덕적

원조 효과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실험적 방법은

으로 실험을 적용할 수 없는 원조 사업도 있고,

과거 원조 결과에 대한 실망을 배경으로 최근 도

동일한 사업이라도 일부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과

입되고 있다. 실험적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

전국적으로 수행된 사업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구자는 경제개발이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아동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실험적

의 출석률 증가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방법의 한계를 언급한다.

하고자 한다. 실험적 방법은 최근 미시개발경제
학에서 각광받고 있고 최근 원조 효과 측정을 개
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원조 담당자도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
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실험
자는 참여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
정한 후 실험군에만 원조 사업을 제공하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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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권 율·박수경·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2243–1 / A5 / 152면 / 7,000원

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한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방법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

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

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추출, 조사기법, 자료처리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

인은 연령별, 학력별 특성은 물론 대외원조 찬반

속한 바,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

여부, 선진국 인식 여부, 원조경험 인식 여부, 기여

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가능성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 여부 등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타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

해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대외원조에 대

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인식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

국별 비교연구를 통해 2010년 DAC에 가입한 신규

펴보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대외원조 관련 홍보전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

략, 개발협력 교육 및 시민참여 제고 프로그램 등

하기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각 공여국의 활동을 구체적

을 기울였다. EU 27개 회원국의 정기 여론조사 결

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과는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

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

드, 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조사를 비교·검토하여

식도 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대외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을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조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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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정지원·정지선 (2011. 12)
ISBN 978–89–322–2244–8 / A5 / 95면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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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

최

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

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

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

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

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

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

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가 개최되었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

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

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

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

요약집

ODA 정책연구

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
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
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
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
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
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
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
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
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
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
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
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
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
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
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
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
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
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
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
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
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
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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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분석

정지원·박수경·임소영 (2011. 12)
ISBN 978–89–322–2245–5 / A5 / 118면 / 7,000원

144 l

난 2010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지

대한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다뤄지는 이슈들이다.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

모니터링 및 평가는 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

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녹색기후기금(Green

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

Climate Fund) 설립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한 본격적인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에 이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모

르는 장기재원(long–term finance)을 조성하는

니터링 및 평가 관련 세부 쟁점을 분석하고 임시

데 합의하였다. 이후 녹색기후기금의 설계를 위한

위원회에서 나타난 주요국들의 입장을 소개하였

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기금의 목적과 원칙, 거버

다. 또한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식

넌스 구조, 운영방식,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주요

은 기존 기금 또는 양자 원조기관의 방식 중 성공

쟁점으로 기금 설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례를 모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범이 될 만

우리나라는 개도국 대표 25인 중 일원으로 설계

한 다자기금 및 양자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

논의에 참여해왔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녹색기후기금의

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

모니터링 및 평가방식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장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이

제시하고, 향후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

슈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에 적절한 주제였다.

가체제를 전망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의 세부 논의사항에는 모니터링

이 보고서 제2장에서는 녹색기후기금 설립 합의

및 평가의 주체, 수탁기준 수립, 환경 및 사회 세

과정과 임시위원회의 활동사항 등 녹색기후기금

이프가드 적용방식,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안 등

관련 논의동향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모니터

이 포함된다. 이들은 ODA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링 및 평가에 관한 임시위원회 활동내용을 중심으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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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 더반 총회에 제출하
여 채택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
는 주요 다자 기금 및 기구와 양자기구의 모니터
링 및 평가체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구환경금융
(GEF),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다자기금(Multilateral Fund) 및 세계은행과 일
본 JICA의 평가방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녹
색기후기금 전반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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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정지선·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2246–2 / A5 / 176면 / 7,000원

146 l

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

최

금인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 개도국의 민간

두고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추

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

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제개발협

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력의 분야이자 주제로서 민간부문개발이 대두하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

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비즈니스

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관협력 등 민

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

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별 특징과 빈곤퇴치

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목표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원조효과성 측면의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스

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

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

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

Sector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

력국 중 모잠비크와 캄보디아의 민간부문개발 원

대되어 왔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

조 사례를 각각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

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라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추진 현황을 검토, 평가한

생계수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으로부터 얻을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으로 나누어 우

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추진과제를 제시한

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

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민간부문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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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
력전략(CPS)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
서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
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 빈곤
층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다자협의체와
중점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 작업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다른 공여국, 수원국과 지식을 공유
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 분야와 차별화된 민간부문개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을 강화하고 기술협
력과 자금협력, 양자지원과 다자지원 등 지원수
단과 경로를 다원화하며 민간제안형 PPP 메커니
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개발 원조가 빈곤퇴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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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김찬완·손승호·임정성 (2011. 12)
ISBN 978–89–322–2264–6 / A5 / 278면 / 10,000원

150 l

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

지

본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을 전망하면서 지난 20

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년간 경제개혁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

합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 경제개혁을 추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진하는 데 주정부들이 지역 차원의 경제적 필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

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은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은 경

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는 더

쟁정책의 수혜를 입어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많은 FDI와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

경쟁을 할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경쟁은 이미 구

간 불균형은 경제개혁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

자라트나 비하르 같은 몇몇 주에서 시작되었다.

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현 집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권당과 정부는 포용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

향후 인도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개혁의 방향은 정책기조

정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로서 포용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글

이 연구는 제2녹색혁명, 인프라 개발 등 한국 정

은 또한 경제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

부와 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공세 분야가

와 주정부 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

이 글에서는 인도 미래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장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 경제

인프라 건설, 제2녹색혁명과 인적자원개발, 환경

개혁 이후 세대와 한국이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

관리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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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이순철·이영일 (2011. 12)
ISBN 978–89–322–2265–3 / A5 / 236면 / 10,000원

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인 남아시아의

세

가 많은 방글라데시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그리고 정책요인으로는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

3국이 최근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가 높은 반면, 파키스탄은 테러 등으로 불안정성

배경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상

이 높아 투자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

종합해보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

으면서 새로운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요구

해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지만,

되고 있어, 남아시아의 신흥경제국에 대한 관심

인구규모 등 노동력을 활용한 투자에서는 매력이

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글라데시, 파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남아시아 지역

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은 최근에 인력을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

고찰하여, 향후 3개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능성

제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

을 고찰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후 외국인투자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구조 및 정책, 부존자원, 인프라, 그리고 법

부존자원 조건으로 본 3국의 투자매력도는 자원

제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남아시아 3개국에 대

부존이 미미하여 투자매력은 거의 없지만, 에너

한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

지 및 광물자원 등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면 다음과 같다.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자원개

먼저 경제구조 및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3국 중

발사업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매력

에서 스리랑카가 가장 투자매력이 높고, 그 다음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존자원은

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비슷한 수준으로

없지만 농업 및 보석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스

평가되었다.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면, 노동인구

리랑카의 투자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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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리랑카는 관광자원과 차, 고무 등 농업부

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자산 확보적인 투자를 위

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투자여지가 있는 것으

해서는 파키스탄의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

로 평가된다.

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내

인프라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법인 및 현지

모두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도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방글라데

로, 항공, 항만 등의 물류와 관련된 인프라는 방

시는 생산 및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세계에서 가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현지 내수시장이

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아시아

협소하여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3국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원조 등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집약적 산업에는 방글라데시, 석유화학 등 기술

고 있다. 3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도로, 통신,

집약적 산업에는 파키스탄, IT 및 BPO 산업에는

전력발전 등의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

법률 및 제도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

불어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투자도 고려

스탄 모두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특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세제 혜택 및 이익의 송금에 대해 각국은 특혜를

정책과제들도 제시되었다. 그 과제로 인도를 거점

법제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화하여 진출할 수 없는 파키스탄과의 FTA 추진,

국은 복잡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어 투자매력도가

남아시아의 경제협력 중심이 되고 있는 SAARC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파키스탄의 조세제도가

의 FTA 등 경제협력, 관련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복잡하고, 기업들에 높은 부담을 주고 있어 가장

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계

투자매력도가 낮다고 평가된다.

등 협력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향후 상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스리랑카가 투자매

세한 남아시아 투자환경 연구 등으로 분석되었다.

력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차이로 방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현지 투자환경에

글라데시가 높으며, 파키스탄이 가장 낮은 것으

대한 명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로 평가되었다. 3국은 경제규모에서는 작지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인구가 많아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최근에 높은

과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가 있

남아시아 국가들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테러 등의 위험요

는 점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 전략 구

인이 존재하여 외국인투자가 축소되는 등 투자매

상이 필요하다.

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개척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와 스리랑카가,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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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이미지

조충제·은기수·박 건·장원봉·유성용·정혜원 (2011. 12)
ISBN 978–89–322–2266–0 / A5 / 274면 / 10,000원

연구는 한국과 인도에서의 상호 이미지

본

형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한국을 처음 알게

를 파악, 비교 분석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된 계기로는 TV나 신문의 한국 관련 뉴스가 가장

를 통한 양자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 정책 수

높은 30.4%를 기록하여 언론 등 미디어 매체를

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

통한 접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되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 응답자의 경우 TV나 신문의 인도 관련 뉴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가 53.0%로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 교과서의 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의 설문조사는

도 관련 내용이 34.9%로 나타나 인도와 차이를

전국적으로 실시된 반면, 인도는 조사여건이 다

보였다. 양쪽 모두 서로의 대중문화를 통한 접촉

르고 조사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북부, 동부,

비율은 5% 미만이었다. 그리고 한국 응답자와 달

서부, 남부 4대 권역의 대표도시, 즉 델리(Dehli),

리, 인도 응답자는 한국제품 사용을 통해 한국을

뭄바이(Mumbai),

첸나이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Chennai)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 인도 각각

서, 한국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인도인의 한국 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일반적 경험, 인지도,

직접 방문경험에 있어서는 양국 응답자 모두 상

이미지, 양국 교류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살

대국가를 여행하거나 방문한 경험이 낮게 나타나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와 한국의 일반적

고 있어, 상호 간에 아직 여행국가로서 선호하고

경험과 관련하여 인도 응답자와 한국 응답자 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와 한국 응답자 모두

두 상대국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특

상대국가의 대중문화 중 영화를 경험한 사람이

히 인도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인지도가 선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응답자의

콜카타(Kolk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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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영화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선 힌두교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자의 나라가 13.2%, 카스트 제도가 13.1%로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세계 각지의 기업에 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소수 응답으로 ‘가난’, ‘종

한 인지도와 그 기업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

교분쟁’이 있었다. 그에 반해 IT 산업은 4.9%의

에 대해 물은 결과,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응답자만이 선택해, 한국인에게 있어 인도는 최

노키아(97.4%)이며, 그에 이어 삼성(93.8%),

근의 빠른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오래된

SONY(93.4%), LG(92.6%), 현대(86.6%), 도요

관습과 가난한 국가라는 인상이 보다 강한 것을

타(86.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제품군 중

확인할 수 있다.

인도인의 사용경험비율이 높은 휴대전화, 자동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살펴본

차, 가전제품의 제조사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게

결과,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다

국가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대중문화

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한국 내 인도기업

와 전통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

들에 대한 한국 응답자들의 인지도는 마이크로맥

났다. 한편 한국 국민들은 인도 전통문화와 대중

스가 11.1%로 10%를 소폭 넘었을 뿐, 대부분 매

문화에 대해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우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쌍용차 인수로 언론

반면 인도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

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마힌드라&마힌드라 역시

을 보이고 있었다.

7.3%의 낮은 기업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

인도와 한국의 교류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양

도기업들의 국가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비율

국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와 한국 모

역시 매우 낮았다. 이는 한국인 조사대상자들은

두 일본을 주된 협력국가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

인도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았으며, 그 다음 순위로는 중국이 나타났다. 한국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과 인도는 서로 2번째, 혹은 3번째로 협력해야

두 번째로 한국과 인도 양국의 이미지에 대한 조

하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사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로 인도 응답자들은 한국기업을 가장 많이

또한 한국인들은 인도를 자원개발에 있어서 협력

선택했다. 이어서 2002년 월드컵, 경제발전의

해야 할 나라로 선택한 점도 흥미롭다. 특히 인도

순서로 나타났다. 인도인들에게 한국은 일상생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고학력자이면서 월소득이

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한국제품을 제조한

높을수록 한국과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에 대해

기업의 국가라는 인상이 강하며, 일본과 같이 동

적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아의 발전된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이것은 한국 응답자들도 비슷해 한국에서도 가구

한국 응답자의 경우 인도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

소득이 높고, 고학력자일수록 교류에 대해 긍정

지의 대부분은 종교와 관습에 대한 것들로서, 우

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한국과 인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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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양국 정부, 기업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의향 등이 매우 높았다.

상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2010년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인도가 우리

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인들이 일본과 우리나라

나라의 제7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간 교

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중장기적으

류협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

로 개선하여 한국만의 이미지 구축을 해나가야

심축이 아시아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21세기에

할 것이다.

떠오르는 신흥경제대국인 인도와의 관계는 점차

넷째, 한·인도 CEPA를 활용한 양국 간 교류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의 상

확대에 보다 힘써야 한다. 한·인도 CEPA 협정

호 인지도와 이해는 아직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

문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양국간 우호

professional)의 상호 이동, 시청각물 공동제작

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

등 양국간 인적 및 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한 조

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인도 양자관계에

치들을 적극 활용,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과 인도 간 상호 이미지 조사는 이번 연구에

첫째, 양국간 인적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에도 불

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국인이나 인도인 모두

구하고 주춧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쪽 국민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양국

한국과 인도 간 실제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교

은 물론 양국 사람, 문화,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양국간 이미지가 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양쪽 국민의 접촉

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양국간 상호 이미지형

면, 접촉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성 과정이나 내용 등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비교

둘째, 양국간 투자교류 확대에 정부간 지원을 강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인도 교류

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양국 이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 정책자료와 향후 정책 수

지 형성에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전략지역심층연구

국 간에 정보나 문화 등을 알고 싶은 욕구와 방문

양국 정부는 양국 간 투자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을 통한
양국 기업들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교류 확대 및 일본과의 차별화된 이미
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양 국민 모두 양국 문
화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적다. 조사대상 인도인 중
약 90%(한국영화에 대해서는 약 80%) 정도가 한
국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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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너지 부문의 대표적인 이슈로 기후

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엄정한 법 집행이나

변화 대응과 심각한 전력부족을 들 수 있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IEA(2009)에 따르면 인도의 탄소배출량은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안보를

1,146Mt이며, 이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

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도는 자국산 석탄

진하고 있다. 인도는 대지 면적의 1%만 태양광에

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용한다 해도 약 50만MW의 태양에너지를 생산

에너지 믹스가 단기간 내에 친환경적으로 전환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풍력은

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인도의 전력 산업은

세계에서 4대 풍력발전국가 반열에 올라섰을 정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규모 설

도로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다. 풍력 산업은 다

비증설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수요에는 크게

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0년 4월과 5월 사이에 첨

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2만 5,000MW의 용량

두부하 기준으로 약 13.8% 부족한 상태이다.

을 구축할 수 있다.

인도 인구의 약 45%는 여전히 전기를 공급받지

이런 가운데 인도의 스마트그리드 확대 노력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약 4억의 인구가 전기 없는

돋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55%의 국민들도 단전이나 제한송전 등을 일상으

다르다.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송배전 손실

로 여기고 있다. 송배전 손실도 평균 30% 이상으

과 전력공급 부족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인도의

로 매우 높으며, 손실이 많은 일부 주에서는 50%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도전(盜電)

이상이 되기도 한다. 도전(盜電)도 매우 심각한

을 줄이고 송배전 손실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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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2010. 1)을 마련하고 2030년 세계 최초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력공급 부족 현상을 줄

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전력

이는 데 공헌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재생에너지

망’, ‘소비자’, ‘운송’, ‘재생에너지’, ‘전력서비스’

통합에도 크게 기여한다. 인도 타밀나두(Tamil

의 5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제주

Nadu) 주와 같이 풍력비중이 높은 지역은 풍력

도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확

출력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때문에 전력계통 운영

대하고 있다.

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우리나라와 인도는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상생관

에 따른 이러한 계통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국의 강

스마트그리드가 핵심 대안이 되고 있다.

점을 살려 양국의 그린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이

본 연구는 인도의 그린에너지산업 현황, 특히 재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

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추진실적과 향후

국가의 비교우위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RCA

전개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과 인도 양

지수와 RMI 지수를 중심으로 양국의 재생에너지

국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태양광과 풍력)와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협력방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모두 인도정부의 적

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태양광 부문에서는 한

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관련 사업 및 시장이

국이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인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국가경

도 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풍

제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계획에

력 부문에서는 타워의 경우 인도가 높은 국제 경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반영하고 있고, 현재 제

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향후

11차 경제개발계획(2007~12년)이 수립되어 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및 해외 진출 시 인도

진 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R–APDR 프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

로그램 추진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본격적

리드 부문에서는 한국이 비록 하드웨어 측면에서

으로 진행되었다. R–APDR 프로그램은 3~5년

인도에 비교우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인도에

의 기한을 두고 로드맵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발

비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크게 부족하였다. 소프

전능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

트웨어의 도움 없이는 경쟁력 있는 스마트그리드

술을 접목하고 있다.

를 구축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인도의 소프트웨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전략(2010. 10)

어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애플리케

을 수립하고, 2012년 세계 8대, 2015년 세계 5

이션 및 서비스를 지능화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

역량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하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확보 문제로 RCA 지

여 2015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대 핵심

수와 RMI 지수를 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 크게

원천기술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풍력, 스마

획이다(KETEP 2011). 또한 스마트그리드 국가

트그리드를 중심으로 인도에서 실제 전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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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유망한 사업, 정부정책 및 제도,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러한 노력은 데이터 분석만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
구가 한국과 인도 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구체적인 전략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
지만, 인도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를 비롯
한 그린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망을 포괄적으로 제
시하였으며, 인도 그린에너지산업 진출을 염두하
고 있는 기업이나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유망분야별 구체적 시장 분석과 함께 대내외
적 환경 분석을 통해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
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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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이 웅·최호상·정무섭·서대교 (2011. 12)
ISBN 978–89–322–2268–4 / A5 / 194면 / 7,000원

011년 우리 금융권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2

안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였다.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성

주 내용은 2, 3, 4장이고, 제2장은 은행부문, 제3장

측면에서 보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은 증권부문, 제4장은 보험부문을 다루고 있다. 먼저

특히 수익변동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은행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은행 관련

더욱이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

시스템과 투자여건을 조사한 후 한·인도 양국간 금

렀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융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제3장은 인도 증권산

우리 금융산업은 수익기반의 차별화와 다각화가 절

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짚어보고 증권시장의 경쟁

실히 요구되며, 그 방편의 하나로 경제는 빠르게 성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제3장은 인도 증권회사들의

장하나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뒤처져 있는 신흥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 시

장 위주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측면 및 정

본 연구는 신흥시장 중 하나인 인도의 금융산업과 금

부정책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의 증권산업 협력 확대

융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금융기관의

방안도 제시한다. 제4장은 인도 보험산업의 개요, 보

인도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하며, 한국과 인도의 금융

험시장에 대한 투자여건, 선진국 보험회사의 인도 진

산업 협력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출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보험

특히 본 연구는 한·인도 CEPA(Comprehensive

회사 현황과 과제 및 향후 효과적인 인도 보험시장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활용하여 거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

대시장인 동시에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 금융시장에

국 금융기관의 인도 금융산업 진출 및 한·인도 금융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위해 인도의 금융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

시장 정보와 인도 진출에 대한 전략 제시 및 협력방

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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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강대창·박나리·유현석·김형종·이동윤 (2011. 12)
ISBN 978–89–322–2269–1 / A5 / 196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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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A

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

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을

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SEAN은 협의와 합의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

라는 원칙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

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

을 채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ASEAN의 의사결

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정 구조를 ASEAN 주요 기관의 형성과 변화를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

통해서 파악하고, 의사결정 방식을 원칙, 문화적

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

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

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

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

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

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

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

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

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

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

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

요약집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

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

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

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

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

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

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

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

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

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

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

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

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

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

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

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

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

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

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

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

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

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

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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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

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

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

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

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

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

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

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

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

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

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두기로 하였다.

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

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

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

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

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

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

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

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

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

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

요약집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

것을 시사한다.

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

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

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

화이다.

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

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

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

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

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

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

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

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

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

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전략지역심층연구

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

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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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다. 또 다른 문제는 회원국들간 갈등이다. 예컨대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

인도차이나 국가들간 댐건설을 둘러싼 알력, 역

성이다. 이 측면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의 지

내 불법이주민의 문제, 특히 최근 태국과 캄보디

리적 환경과 동남아시아 주민들끼리 그리고 역외

아 간의 유혈충돌로까지 번진 프레아 비히어 힌

의 다양한 나라들과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접촉의

두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 등이 있다.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의 특징

최근 동남아시아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

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역내 국가들을

면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동남아시아의 중국 관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동남아시아 지역주의’를

계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과 2002

구축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예컨

년 ASEAN·중국 FTA의 조인에서 엿볼 수 있는

대 ASEAN의 지도자들은 2003년 ASEAN 공동

협력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ASEAN에 대한

체를 2020년까지 설립하기로 동의했으며 2007
년 말에는 ASEAN 헌장에 서명하기도 했다.
ASEAN 헌장의 목적은 지역 정체성과 지역 통합
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SEAN 공동체의 실현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예를 들면 ASEAN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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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 측면도 있다. 이 후자의 측면은 무엇보다
도 대륙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
의 경제적 팽창과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
간 남중국해 군도들을 둘러싼 해양 영토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준에서의 큰 격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태국]

을 통합하려는 의지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시장

태국의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에서는 불교와 국

통합에 대한 의지 결여는 ASEAN 회원국 정부들

왕의 영향을 강조했다. 태국의 정치구조는 1932

에서뿐만 아니라 역내 사업가들에게서도 확인된

년 입헌군주제의 도입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의회

요약집

향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외교는 경제와 사회

보기 위해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비교했

문화 부문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베트

다. 태국의 정치 리더십은 푸미폰 국왕의 전통적

남이 추구하는 지속적 발전, 조화로운 사회 건설

인 리더십과 탁신 전 총리의 경영자적 리더십을

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

대조함으로써 태국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자 했

하는 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의 정치변동을 상세
히 기술하였다. 태국의 상황은 제도와 리더십의
부조화로 야기된 피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태국 민주주의가 당면
한 문제를 식별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했다.
태국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8월 출범한 잉락 친나왓 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책 분야별
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태국의 대외관계는 ASEAN
및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한
국과의 관계는 수교 이래의 역사적 발전과 분야별
상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
해 갖고 있는 인식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정부의 정치·외교적
인 측면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변화 방향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첫째, 인도네시
아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적인 힘, 둘째, 유도요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구조적, 정당정치적, 정
치 엘리트적 특징, 셋째,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정책, 넷째, 외교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구도, 쟁
점, 의미 등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외교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인 틀에서 민주주의,
무슬림, 근대화를 양립가능한 자기 전략으로 설

[베트남]

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내의 민주화 심화는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면적 개혁의 길

외형적으로 대외관계의 역할변화를 추동해 내면

로 들어선 후,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서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돈정치(money

성장을 이룩해 연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

politics)’로 명명되는 부패 카르텔의 정치는 인도

였다.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개혁을 급속히 진

네시아 정치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드러나고 있

전하지 않고 공산당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다. 반부패 개혁은 정당과 국회와 사법부의 공적

베트남은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역할, ‘거

국제사회로 통합을 심화하며 안정적이고 평화적
인 국제질서를 조성하는 데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전략지역심층연구

제의 역사를 서술했고, 현대 태국 정치의 흐름을

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밑
거름이 된다. 이러한 공적 조직과 거버넌스의 쇄
신은 인도네시아를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동시
에 이루는 상호작용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 기조는 2011년 제11차 공산당

[필리핀]

대회, 제13기 국회와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 정치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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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계층구조와 전통사회의 가족 중심적 가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필리

치규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

는 전통적 지배엘리트 그룹이 대를 이어 지속적

이다. 이러한 민심은 필리핀 엘리트층에 전달되

으로 정치적 특권을 유지하는 배경이 된다.

어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다. 또한 근래 한류

필리핀 정치는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형식을

의 영향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다. 주기적인 선거와 지방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류가 정부에서

자체제의 정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풀뿌리

주도한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사업으로 비추어진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다면 문화적 제국주의로 오인받기 쉽다. 따라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제도가 적용되

민간 차원의 대중문화 확산에 국가 차원에서 지

는 토양이 척박하고, 또한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나치게 관여하기보다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도움

지도층의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을 베푸는 우호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수 있다. 하지만 근래 필리핀 정치에서 일정한 변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이는 전통적 엘리트 그룹
내부의 세대교체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로 대
물림하는 단순 권력순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
겠지만, 젊은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
는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젊은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태와 업적이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모두 공개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통
제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비록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점차 필리핀의 엘리트들도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필리핀
민중들의 마음을 사는 간접적 외교활동이 필요하
다. 필리핀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우땅 나로 옵
(마음 속의 빚)’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구의 약 90%에 달하는 빈곤층의 열
악한 삶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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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2011. 12)
ISBN 978–89–322–2271–4 / A5 / 204면 / 7,000원

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

다.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개발사업(ACMECS)의

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

경우 농업, 인프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

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수송, 관광 분

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

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

근 잉락(Yinglak Shinawatra) 총리의 집권으로

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

이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

개발사업(GMS)의 경우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다. 이 외에도 ASEAN이 2015년까지 계획된

구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ASEAN 공동체 수립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이 증가하

에서 저개발국가(CLMV)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 있다. 메콩위원회(MRC)의 경우 농업, 수자원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관리, 홍수관리 분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국가별 전략을 살

으며, 최근 수력 댐 건설에 있어 농업 및 환경의

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은 2003년 탁신 총리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메

주도로 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를 통

콩연구소(MI)의 경우 메콩 유역 국가들의 인적자

하여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적·안보적

원 개발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이해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접

다양한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

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위치, 무역, 투자,

단된다. ASEAN의 메콩개발사업(AMBDC)의 경

경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콩지역 개발의

우 인프라, 물류·수송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

확고한 중심세력이 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사각

지만, 상대적인 재원부족에 의하여 아시아개발

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통하여 성장, 고

은행(ADB)의 사업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

용, 평등, 효율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메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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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있어 ‘수자원과 관개 관리’에 중점을 두면
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해 왔다. 또한 메콩위원회
(MRC)에 적극 참여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개
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힘의 열세 속
에서 주권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콩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수력개발에
대한 자율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균형전략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메콩위원회(MRC)의
주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1년 10월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발표
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
서 언급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략을 살펴
볼 때, 한국은 라오스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태국을 활용하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
아의 톤레사프 강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메
콩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어떠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메콩 수자원 및 수력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
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예정된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라
오스의 수자원 및 수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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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강대창·박나리·김형준·홍석준·원순구·손승호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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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이

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

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

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공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

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

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

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

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

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

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

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

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

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

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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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

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

(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

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

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

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

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

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

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

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

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

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

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

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

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

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요약집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

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

(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만, 대규모로 생산·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

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

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

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

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

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

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

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

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

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

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

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

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

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

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

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

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

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

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전략지역심층연구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l 171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

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

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

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

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

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

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

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

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

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

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

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

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

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

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

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

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

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

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

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

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

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중할 필요가 있다.

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
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

172 l

요약집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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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

2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

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

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

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

(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이 높아지

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

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

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

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

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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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바, 그 출발점
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
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
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
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
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
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
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
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
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
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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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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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

2

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

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

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

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

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

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

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

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

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

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

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

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

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

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

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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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

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

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

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지방 간의 권력

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

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

로 고착화되었다.

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

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

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

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

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

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

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

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

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행에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

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

혁도 예상 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

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

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

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요약집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

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

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

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

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

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

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

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

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

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안보적 이득을 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

리지 못했다.

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

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

피할 수 있다.

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

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

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

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

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

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

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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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
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
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
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
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
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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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이재영·김석환·정세진·박정호·박병인·나희승 (2011. 12)
ISBN 978–89–322–2275–2 / A5 / 326면 / 12,000원

련 제국이 붕괴한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소

정학적 패권 변동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탈소비에트 공간

이 매우 높아졌다.

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제 질서의 재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포스트소비에트 20년을 맞

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

이한 이 시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

운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은

기반을 넓혀 줄 다각도의 분석과 종합적인 연구

매우 중요한 지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

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기

국가들과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거나 민간기업의

독교, 유라시아주의와 대서양주의 등이 교차하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때 필수적인 점검사항이

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9·11 사태와 ‘테러와

며, 한국정부가 보다 정교한 대중앙아시아 진출

의 전쟁’ 선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지역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다. 뿐만 아니라, 카스피 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변화와 국가 리스크를 초래할

지역이 지구촌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

수 있는 근본 문제들을 추적해보는 것이다. 둘째,

지경학적 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하다. 이처럼 21세기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전략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

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부터 이 지역은 미국, 러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탈냉전 시기 중앙아

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 간 세력 경쟁의 각축장으

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과 유라시아 국제 질

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미래가

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

탈소비에트 공간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대륙의 지

공해 줄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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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외교의 지평 확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

안이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화

공할 수 있다.

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2장에서는 ‘신화 vs 현실,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

3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

화하는 국경선’이라는 주제 아래 중앙아시아 지

람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중앙아시

역의 국경선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망하였다. 소

아 사회의 전통 문화와 생활 이슬람, 독립 이후

비에트 시대에 강제로 획정된 국경선은 중앙아시

중앙아시아 개별 민족들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건

아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이다.

설 과정,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

199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 후 제일 먼저

의 통합과 균열 요인 등을 다뤘다.

착수한 것은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받고 이를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요소로는 먼저 역사적

지켜내는 일이었다. 보다 큰 차원에서 볼 때, 이

전통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는 사회 내부

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사회는

적으로 공통된 역사와 전통 의식을 배태하고 있

소련 해체 이후 더 이상의 갑작스런 혼란을 방지

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두 번

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하고 유지한다

째 통합성으로 강조된 것은 생활 이슬람 또는 민

는 데 동의한 상태였고,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

속 이슬람으로 명명되는 수피 이슬람이다. 전통

격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켜

적 이슬람은 문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전통

왔기 때문이다.

성을 가진 이슬람 요소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

하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선의 미

합적 기제에 부합한다. 이는 향후 중앙아시아 사

래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

회의 발전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군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남쪽

큰 사안이다. 이슬람은 일종의 생활관습이었기

국경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통한

때문에 이슬람의 부흥은 어떤 의미로는 전통문화

급진주의 이슬람의 북진 위협 또한 더욱 증대되

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생활

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체첸 전쟁과 2008년 그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에 중요한 영

루지야·러시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

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가 될 수 있었고, 전통적

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기존의 국경선을 변경해

입장에서 자디드운동과 바스마치 무슬림저항운

새롭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공고히

동을 통해 중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 통합성이

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강조되었다.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련 시절에 획정되었던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로는 국가건설과 관

행정선(administrative line)이 국경선으로 갑작

련한 민족 정체성 확립 작업을 들 수 있다. 독립

스럽게 성격이 바뀌면서 인접한 국가와 생활권이

이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논쟁이

붕괴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단적인 사례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과 분

활동이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열의 문화적 요인으로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

는 자칫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 사

의와 관련이 있다. 중앙아시아 원리주의는 기본

요약집

조성되어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 미국

적 요소이다. 중앙아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역내

주도의 NATO, 러시아 주도의 CSTO, 중국 주도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확산을 지역 안보 및 지역

의 SCO 등이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

통합의 중대 위협으로 간주면서 경계하고 있다.

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

4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와 미·중·러

시아 지역에는 미국의 침투력, 러시아의 복원력,

의 각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탈냉전 시

중국의 구심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대국들과 역내 국가

국, 러시아,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 구도

들 간에 이해관계를 연결 고리로 하는 전략적 이

의 이중성 덕분에 역내 세력 균형은 비교적 잘 유

합집산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

지되고 있다.

거대 게임과 지정학적 다원주의 현상이 복합적으

5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

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

쟁과 미래: SCO와 CSTO’라는 제목으로 중앙아

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제관계

시아 지역 다자협력기구의 통합과 균열의 가능성

의 주요한 특징은 관련 국가들 간 협력 관계의 다

및 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

면성과 복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중앙

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역량의 한계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가 크

로 인해 자신들이 직면한 역내 전통 및 비전통적

고, 역내 행위자들의 수가 많아졌기에 발생하는

안보 위협을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

현상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탈소비에

서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CSTO와

트 공간 및 유라시아 대륙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

SCO에 참여해 자신들의 안보 위협에 대처해나가

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야 했다. 두 기구는 역내 및 역외를 포괄하는 중앙

9·11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안보기제이다. CSTO와

하는 일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공통 관심사이

SCO는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영향

다.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안보 공

을 주는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해오면서 상호간 경

백이 발생했으며, 지역 갈등과 국경분쟁이 발발

쟁과 협력의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여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졌다. 결과

한편 러시아는 역내에서 SCO를 매개로 한 중국

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강대국들도 역내 안

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꾸준히 견제

보 확립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

하고 있어 역내에서 SCO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

다.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는 인접한 러시아, 중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앙아시

국, 중동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차대

아 국가에 대한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한 사안인 데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근

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측면

본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은 인접 국가들에게 치

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향후 SCO의 위상과 역할

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다층적인 안보 환경이

기존 SCO가 CIS의 보조 역할에 머무는 차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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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중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SCO의 역할 증대를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주변 강대국들이 세계의 심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장부이자 대륙교인 중앙아시아 국제 철도망의 미

이렇듯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

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해관계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통합

역내·외를 막론하고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

노력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역내 맹주

이 ‘균열의 길’이 아닌 ‘통합의 길’이 되어야만 한

를 향한 헤게모니 다툼과 국가별 이해관계의 상

다는 점에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

충으로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철도망의 발전에

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지향하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고자 하는 의지는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 새로

6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라

운 국경선에 대한 통행 및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

는 제목 아래,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역내 통합과

화하여 과거 행정선 수준의 지역 협력이 가능한

협력의 촉진자인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조장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운영을 위해

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19세기 말 러시

서는 중앙아시아 철도운송협정 및 중앙아시아 철

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중앙아시

도 협의체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협력의 다원

아 철도망은 지정학적 패권과 국제관계 동학 속

화를 위하여 UNDP와 UNESCAP 등과 같은 국

에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트소비에트 20

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년 동안 중앙아시아 철도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국민건설(nation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building) 과정을 거치면서 물려받은 국경선과

아시아 지역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변화하는 국경선의 영향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적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과거·현재·미래 및 유라

요소를 함유하게 된다. 소비에트 연방과 중앙아

시아 국제관계의 동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시아의 전통적 경제사슬이 붕괴되면서 역내 운송

있는 중요한 학술적 논거이자 시의적 과제이다.

산업의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중앙아시아

둘째, 탈소비에트 20년 동안의 중앙아시아 지역

철도망의 왜곡된 구조와 철도 노후화는 중앙아시

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변동을 고찰하

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적 원인으로

는 작업은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작용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의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회랑을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과 각국의

해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적 측면에서 중앙아시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예

아에 대한 입체적 분석 작업은 한국정부 및 민간

기치 못한 대립과 갈등은 중앙아시아 전체 교통

기업들에게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 및 위험 요인

물류 체계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중앙

하지만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발전과 관

아시아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련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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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윤성학·김영진·김일겸·김안국·홍미희·성동기·이시영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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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물

독립 이후 2011년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상방문만 17차례나 진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연간 인적교류는 약 8만 명으로 추정된다.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활발한 왕래는 다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양한 교류를 증대시키고, 서로의 문화를 더욱 잘

있다. 인적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중앙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앞으로 21세

시아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602명이며,

기는 영토와 자원이 아닌 각 국가가 보유한 인적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

자원이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것이다. 어떤

자도 약 3만 명에 이른다. 반대로 약 30만 명으로

국가가 더 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인재를

추산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현지에서 한국의

갖고 있는가, 인구의 규모가 어떠한가가 고정불

국가이미지를 고양하고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변의 자원보다 더욱 중요하다.

중계자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서는 자국의 인적자원뿐만

이 보고서는 1992년 한·중앙아시아 수교 이후

아니라 활용가능한 다른 나라의 인적자원를 어떻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모든 인적교류를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국의 대외 인적자원 교류는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이 보고서는 다

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음과 같은 한·중앙아시아 인적교류에서 나타나

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상들간에 인적교류가 가장

는 법적·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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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부터 일반 민간교류

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야 한다. 주요 프로젝트 수주 시 패키지의 일환

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DB, 지원 정책

으로 ‘직업 교육장’ 또는 ‘전문기술학교’를 지원하

을 포괄하는 정부 기구(가칭 ‘대외인적자원부’)를

고, 인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설립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다섯째,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인적 네트워크

아니라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략지역

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을 포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

재외동포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

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기획해야 할 것이다.

에 종사하고 있다. 대출 중심의 현지 금융 관행으

둘째, 한·중앙아시아 정부간 협력의 실체인

로 고려인들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

한·중앙아시아 정상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소금융과 비슷한

전시켜야 한다. 한·중앙아시아 정상간의 네트

‘한민족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지역 고려

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권당과의 관계 교류

인들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섯째, 한·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에서 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집권당과의 교류를 추진하

화 교류가 빠질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가요, 드라

고 있는 ‘한·카자흐스탄 포럼’ 같은 조직을 활성

마 등 대중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앙아시

있다. 문화 콘텐츠 교류 사업은 한·중앙아시아 간

아 등 개발도상국 국가와 공무원의 교환 근무를

의 인적교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실시하고, 상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통상

것도 좋은 방안이다.

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관계를

셋째, 지식기반경제와 미래 세대의 교육 인적 네

유지할 수 없고 무역흑자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

국가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

하던 취업 정책을 바꿔 한국을 중앙아시아는 물론

해서는 해외 투자와 해외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다른 국가들의 인재가 모이는 인력 풀(pool)로 육

진출은 필연적이고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부 안에 해외

파워, 나아가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스티키

인재 유치 전담 기관 설립이 요구되며, 졸업 이후

파워(sticky power)를 갖추어야 한다.

에도 정보 및 취업 제공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향후 21세기 세계 질서는 소프트파워에서 누가

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더 강력한 스티키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

넷째, 기업 차원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인적 네트

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강력한 하드파워와

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진출할 때 현지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교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

한국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유는 스티키파워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스티키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 및 교육분야 등 인

파워는 경제, 문화 및 시스템의 매력과 장점을 발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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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여 다른 나라의 엘리트와 대중 모두를 연결
시키는 힘이다. 글로벌 정보화와 아랍세계에서
도 불어닥치는 민주화의 열망을 고려한다면 엘리
트 차원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시스템, 경제적 이익, 공감할 수 있
는 가치, 대중문화 등)을 통해 한국은 스티키파워
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스티키파워가 가장 잘 발휘
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부터 농촌 거주민까지도 한국을 가장 친근
하고도 교류해야 될 우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국의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갖고 있으며 이주노
동, 유학,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손꼽힌다. 중앙
아시아에서 발휘된 한국의 스티키파워를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과
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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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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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최

서비스 부문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앙

정치·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개방이 진전될 가능성이

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의 투자사례를 분

높아서 그동안에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가 제한되

석하는 것은 점차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었던 서비스 부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환

서 한국기업들은 은행, 보험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설립 절차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종에 진출할

가 복잡하고, 기업 운영이 불투명하며, 정부의 정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

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

제 발전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 부문이 취

한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약하므로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것으로

가 부족하여 인프라가 취약하기도 하다. 따라서

평가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변동에 따라 노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무관리가 점차로 서구적이며, 체계적인 형태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전략 수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지에 투자하

립을 위한 기본 연구로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는 한국기업은 인력 채용 과정을 공개적이고, 체

투자 특징을 분석하였다.

계적인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인센티브를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연구를 통해 한국기

지급하는 형태·방식 등에서도 제도와 규칙을 강

업의 향후 투자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

수 있었다.

할도 현재보다는 점차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점차

셋째, 한국기업이 현지에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

요약집

특성, 체제전환국으로서의 특성, 인적 네트워크

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자원개발

지향적인 특성, 다소 비개방국인 특성을 가지고

부문을 제외하고는 현지 사회의 변동을 면밀하게

있었으며, 이것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중앙아

한 외국기업의 투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글로컬 전략과

야 했다. 이러한 특성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있

현지 밀착형 마케팅 전략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으며, 보다 자본주의적이며 제도화된 경제 요소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경제 발전에 따

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투자와

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중산층의 규모가 증

관련된 노무관리, 마케팅 전략에서 이러한 면들

가하고 구매력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전략지역심층연구

이 적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을 참고하여 마케

이다. 한국기업들도 글로컬 마케팅 전략과 현지
밀착형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한
국기업들은 중앙아시아 사회경제의 변동에 투자
경향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앙
아시아 국가간의 경제 협력이 증대되고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 CIS국가들과의 협력이 증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들의 경제는 지역 경제 블록화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고, 역외에 대한 공동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투자와 교역에 커다란 영향
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전략을 통
해 산업 다각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
로 전망된다. 국가마다 경제 발전 전략이 세워지
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조업을 발전
시키는 것이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원에
너지 부문과 농업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각 국가
에 맞는 제조업 부문을 육성하는 정책이 실시될 것
이다. 따라서 각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부문
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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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외국기

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자

업들은 몽골 정부와 함께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

원개발사업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에 착수한 데 이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타반톨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원개발

고이 광산 개발 및 기타 전략광산 개발사업에 참

협력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광물자원 부국으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광물자원

이와 동시에 현 몽골 정부는 자금력 부족으로 탐

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사되지 않은 부분과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광산이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유사한 몽골의 자원개발에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오래되

위해 광물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

지 않았다. 이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

으로 환영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 동

여 있는 내륙국가로서 운송 인프라가 취약하여

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광업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한국으로 운송하는 데 어렵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

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 초과 이윤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거나 면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광물자원개발 기업들은

제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초에 이미 몽골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대몽골 광물

를 높이 평가하고 몽골의 자원개발에 앞다투어

자원 개발 진출은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잠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와 중국 등

재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주요국

외국기업들은 몽골의 대규모 광산들을 대거 발견

들에 비해 뒤늦게 몽골에 진출, 탐사권 및 개발권

요약집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미한 상황이다. 연간 160억 달러 이상의 광물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

자원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장에서는 몽골이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광물자원 확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한 1990년대 이전까지 몽골에서 추진된 광

만큼 앞으로 몽골과의 광물자원 개발협력을 보다

물자원 개발사를 몇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다. 3장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1990년 3월 한·몽 수교 이후 21년여 동안 몽골

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에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정치·경제적인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몽골의 대외전략에서 광물

측면에서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자원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몽골 정부의 광물자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의 광물자원에 관한 전반적

원 개발정책 및 관련 법안을 조사·분석하고자

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진행되지 않

한다. 4장은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은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에 수행된 연구마저 대

진출전략’으로서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에 이미

부분은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에 관한 부분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 중국, 미

적인 조명에 그치고 있어 몽골 광물자원 현황과

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몽골 광물자원

개발정책 및 진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발 진출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비교 분석함으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

한국기업의 진출도 여러 가지 정보 제약 및 몽골

장에서는 ‘한·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에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하고자 한다. 본 장에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광물자원의 시급한 확보

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

가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본

국기업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격적인 연구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몽골 진출을 계획하고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몽골 광물자원개

있는 한국기업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발 분야의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외국 투자기업

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기초

들의 진출현황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여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

향후 한국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시 말

제시하고자 한다.

해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정부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몽골 광물자

정책, 각국의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다각적으로 분

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한국기업들이 몽골 현

석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기업

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

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해 고려해야 할 정책 및 방향을 크게 일곱 가지로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정부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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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11–01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태양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주진홍 (2011. 11)
ISBN 978–89–322–6114–0 / A5 / 104면 / 7,000원

194 l

리나라는 가스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

우

어 제조업 육성에 유리하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스탄과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서 협력하

서는 첨단 기술력과 낮은 전력요금이 경쟁력의

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술력을 가진 서방

핵심요소로 평가된다. 관련 기업은 수직계열화,

선진국이나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해온 중국에

대형화(1GW 이상 생산능력 확보), 글로벌 시장

비하면 경쟁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진출(원가 절감 및 신흥시장 확보) 등을 통해 가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다

격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른 에너지자원 부국과 같이 에너지자원에 의존적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자원(일사량)은

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육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러시아 및 CIS(Common

성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자원 개

지역 내 최고 수준으로 중동 지역과 비교할 때도

발 부문 이외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협력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어서 매우 풍부한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 우

편에 속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적극

회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적인 전력 수출 정책과 주변국의 전력 수요, 터키

태양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뚜렷하

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태양에너지 전력 수요는

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산

태양열 발전 산업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

업 분야이다. 태양에너지 산업은 태양열 에너지

르크메니스탄의 값싼 전력 요금과 소규모 가정용

를 이용한 태양열 산업과 태양광 전지를 이용하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국내 인구의 약 73%)는 태

는 태양광 산업으로 나뉘는데 태양광 산업은 태

양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다. 그

양광 전지, 폴리실리콘 등의 산업을 포함하고 있

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태양에너지 산업을

요약집

산업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양에너지 산업 개발을 장기 과제로 분류해 놓은

서 폴리실리콘 산업(6,000~7,000톤급 생산 규

상황이다. 풍부한 가스자원 덕택에 투르크메니

모)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중기로는 소

스탄의 발전원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투르크

규모 분산형 전력수요(2~4kW급)가 풍부한 투르

메니스탄 정부는 태양에너지 산업을 산업다변화

크메니스탄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을

를 위한 제조업 육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발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낮은 전력요금은 폴리실리콘 제조와 같은 태양광

소 건설을 통해 터키, EU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산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국(아프가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러시아, 카자

스탄, 파키스탄, 이란, 인도 등을 포함)에 전력 수

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국도 태양에너지

출을 추진한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전력 수출을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세계 태양광 산업에

위한 터키로의 고압직류송전망 건설에 협력하며

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단

단기적으로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차관

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의 공급 부족 전망도

(150MW급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4억 4,000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광 산업 개발 가능성을 밝

만 달러, 6,000~7,000톤급 폴리실리콘 공장 건

게 해준다. 고효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설: 5억~6억 달러)을 제공하여 태양에너지 산업

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고도의 기술력과 낮은 전

개발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력요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은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를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

개선하려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태양에너지 산업 부

산업 부문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상호이익이 되

문을 녹색성장의 축으로 삼으려는 우리나라의 정책

는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태양

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이다. 또한 투르크메

에너지 산업계, 특히 태양광 산업계는 고도의 기

니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 참여하려는 우리

술력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연구시리즈

발전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는 데 그치고 있어 태

낮은 전력요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자국과 주변국(터키, EU 등)에
서 태양에너지 관련 시장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
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방
안을 제안한다. 태양열 산업 부문에서는 단기적
으로 천연가스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동시에 가
능한 150MW급 소규모 하이브리드형 발전소 건
설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터키를 협력국으
로 하여 순수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통한 터키,
EU로의 태양열 전력 수출을 추진한다.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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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11–01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성한경·김혁황·금혜윤 (2011. 12)
ISBN 978–89–322–2304–9 / A5 / 72면 / 5,000원

198 l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이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

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

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

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

히 규명할 수 없었다.

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

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

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

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

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

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

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

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요약집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
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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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11–01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김규판·이형근 (2011. 5)
ISBN 978–89–322–2238–7 / A5 / 110면 / 7,000원

202 l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

본

를 신흥국 시장의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일본

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

내수시장의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

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서는 2010년 6월 민주당 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

定)한 ‘신성장전략’ 중에서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

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거국적으로

략의 일환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과

(‘All Japan’)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을 강화한

2009년부터 일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BOP(Base

다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할

or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저소득층)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지원정책’을 정리·분석한다.

본 연구는 첫째, 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기존 해외

이어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

추진 현황’에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

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

는가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며, 셋째 이와 같은 전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략 수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을 비교적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흥시장 전략 변화’에서는 일본기업의 전통적 비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일본의 아

니스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하에, 어떻게 아

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에서는 일본

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저가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

요약집

연구자료

해 어떠한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일
본 정부와 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략을 정리·평가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전략 변화가 우리 정부와 기업
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으로 표현되는 일본정
부의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쟁과
협력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신흥국의 원전수주나 고속전철 부설
등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수주경쟁에서 패하지 않
기 위해서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에서
는 일본과의 협력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가 ASEAN
국가 및 인도와 추진 중인 지역협력 프로그램에서
일본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인프라 수출 역시 이와 같이 기업
진출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유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BOP 비즈니스 참여기
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BOP 비즈
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장수요 파악, 정보제
공, 세미나 실시,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
의 저가전략 강화는 전자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으로 업종을 넓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 현지
화전략 강화, 현지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등
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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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노수연 (2011. 6)
ISBN 978–89–322–2239–4 / A5 / 98면 / 5,000원

204 l

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날

중국 태양광산업 및 기업 현황과 성장요인을 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대체

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

에너지원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7~11

지고 있다. 이 중 태양광산업은 차세대 대체에너

월간 3회에 걸쳐 현지조사(난징(南京), 우시(無錫),

지원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저우(常州), 쉬저우(徐州), 롄윈강(連雲港))를 진행

으로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하였다.

있다. 우리와 경쟁 및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은

먼저 2장에서는 중국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특징,

2007년부터 세계 최대의 태양광산업기지로 자리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장쑤성 태양

매김하였으며, 지금까지 해외수출에만 의존하던

광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쑤성은 중국 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중국 국내 태양광

태양광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위치

발전 시장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 태양광업체 중 6개사가 해외상장을 하는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중국 태양광산업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반적

태양전지의 경우 중국의 70%, 전 세계 생산량의

인 발전 현황과 문제점, 시장잠재력 및 우리 기업

25%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

의 진출 전략을 소개하는 자료가 많았다. 그러나

교할 때 태양광산업가치사슬의 모든 분야가 상대

중국 지역시장 진출이나 우수로컬기업과의 협력

적으로 골고루 발전하였으며, 풍부한 생산경험

등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타

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역에만 기업들

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심층연구도 필요

이 집중되어 있고, 각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앵커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쑤성(江蘇省)을 사례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형성에 몰두하고

요약집

연구자료

있어 지역 내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다. 4장에서
는 썬테크, 트리나솔라, 썬링크PV, GCL의 사례
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성장에서 기업가
정신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태양광산업 및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첫째,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
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지역별로 차별화
된 태양광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셋째,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을 확대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업
의 경우 태양광산업 가치사슬별로 차별화된 전략
을 구사해 경쟁력 있는 부분은 한국에서 직접 수
출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M&A나 신규
법인 설립 등을 통한 중국 현지투자를 적극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태양광 시장 진출
이나 중국 태양광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지
역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장쑤성 내에서도 도시별 강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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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김정곤·김균태 (2011. 9)
ISBN 978–89–322–2240–0 / A5 / 116면 / 7,000원

206 l

방의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한정

개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Community

되지 않는다.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Adjustment and Investment Program)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산업

2009년 도입된 공동체 TAA(Community Trade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

Adjustment Assistance) 와 같은 해외의 지역

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고용 감소

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등으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이를 통해 유사 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도입할 경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FTA 피해 지원제도를 제외

이 연구에 따르면,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역피해에 특정된 지역

원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단위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 같다. 즉,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1) 적

한·EU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 역시 비

절히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과

준을 앞둔 현시점에서 농업 분야 이외에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서비스업 등 전산업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무역피

단기적인 피해보상 중심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및

해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여타 지역발전정책을 보완할 수 있고, 2) 장기적

이르렀다. 이 연구는 EU의 유럽구조기금 (Euro-

인 지역경제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

pean Structural Fund) 및 캐나다의 침엽수산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3)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에

업과 공동체의 경제조정계획(SICEAI: Soft-

기초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4) 중앙

wood Industry and Community Economic

정부와 지역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Adjustment Initiative), 그리고 미국의 공동체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5) 운영 시 책임 부처의 단

요약집

연구자료

순화 또는 중앙 부처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
축이 필요하고, 6) 투명한 제도 운영과 적절한 사
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7) 정해진 기간 동
안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8)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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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김부용 (2011. 9)
ISBN 978–89–322–2241–7 / A5 / 100면 / 5,000원

208 l

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

최

이처럼 중국이 LED 산업을 미래의 전략적 신산

제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2008년

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경쟁 및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모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은 중국의 LED 산업 동향

델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및 육성정책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의 LED 산업은 지역별로 발전 양상이 다르기 때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고효율, 장수명, 다

문에 서로 다른 지역과의 협력 혹은 진출 시 지역

양한 색채 구현 등의 장점을 가진 LED(Light

별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LED 산업에 대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가 저탄소 녹색

한 기존의 연구는 국가적인 차원의 발전 전략과

성장에 부합하는 미래의 빛으로 세계 각국에서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고 지역별로 접근한

각광을 받고 있다.

문헌은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

중국은 2003년 ‘국가반도체조명공정(國家半導

구에서는 기존의 중국 LED 산업에 대한 문헌들

體照明工程)’의 가동을 시작으로 LED 산업을 적

을 바탕으로 징진지(京津冀)라는 특정 지역의

극 육성하여 왔으며, 2009년 초 21개 반도체조

LED 산업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사례분석 등의

명 응용시범도시에 LED 조명 제품을 보급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기타 지역과의 비교분석

‘십성만잔(十城萬盞)’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본

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격적으로 LED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중

첫째, 중국 본토 LED 산업의 시초가 되는 징진지

국정부의 육성책에 힘입어 중국 LED 산업 생산

는 웨이퍼와 칩 등의 R&D에서는 앞서 있지만 연

액은 연평균 15%대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시장

구성과의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규모도 연평균 12%대로 성장하고 있다.

고, 패키징이나 응용에 종사하는 업체도 적다. 전

요약집

를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형성되지 못해 LED 산업 생산액이 중국에서 차

여섯째,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LED 분야에 대

지하는 비중이 적으나, 응용제품 사용량에서는

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여타 지역보다 많다. 또한 외국업체들이 진출하

을 강화하며, LED 기술인력과 전문기업을 적극

면서 LED 산업이 발전한 남부지역에 비해 외국

육성하고, 조속히 국가표준을 확대해 국제표준

업체의 진출이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징진지는

을 선점하여 장차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

이미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주장(珠江) 삼각주나

해야 한다. 동시에 한·중 양국의 LED 산업 육성

창장(長江) 삼각주에 비해 이점이 있으며, 이는

책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만큼 R&D와 인적

한국 LED 업체들에 시장선점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기반 조성, 상호 정보교류, 산학연관 공동 세미나

둘째, 생산재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톈진(天

개최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 양국간 협력을

津) 시를 제외한 베이징(北京) 시와 허베이(河北)

강화해야 한다.

연구자료

반적으로 보아 남부지역에 비해 시장이 제대로

성의 수입시장 활용도는 매우 낮으므로 이 두 지
역에 대한 생산재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생산 현지화를 선행하는 방법 또는 마케팅 방
안을 강구한 수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응용분야에서 향후 최대 응용시장은 백라
이트 시장이 될 전망인바, 이는 한국의 전자 및
반도체 업체들에 장차 큰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 특히 IT와 전자가 주업종인 톈진 시를 중심
으로 LED TV에서 한국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
여야 한다. 자동차용 LED 조명 분야에서는 베이
징현대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 유수의 자동차
회사가 베이징에 위치해 있는 것이 큰 우위가 될
것이다. LED 조명과 관련하여서는 톈진, 바오딩
(保定), 스자좡(石家庄) 등 LED 조명 응용시범도
시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징진지
가 강점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가 유력하
고, 웨이퍼나 백라이트 분야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섯째, 징진지 LED 내수시장 진출 초기단계에
서는 LED 가로등 설치 등 정부 주도의 사업에 제
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제품 및 회사의 지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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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손기태·김민희·박수경 (2011. 12)
ISBN 978–89–322–2242–4 / A5 / 84면 / 5,000원

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2

기간이 지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발생한 결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과를 비교한다. 실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원조 비율을

간단하지만, 참여자의 이탈과 같이 실험 과정에

0.25%,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

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

다. 우리나라의 원조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원

에서는 실험적 방법의 기본 논리에서부터 실험

조의 질적 제고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연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

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실험을 통한

법을 설명한다. 또한 자연재해 복구같이 도덕적

원조 효과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실험적 방법은

으로 실험을 적용할 수 없는 원조 사업도 있고,

과거 원조 결과에 대한 실망을 배경으로 최근 도

동일한 사업이라도 일부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과

입되고 있다. 실험적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

전국적으로 수행된 사업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구자는 경제개발이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아동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실험적

의 출석률 증가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방법의 한계를 언급한다.

하고자 한다. 실험적 방법은 최근 미시개발경제
학에서 각광받고 있고 최근 원조 효과 측정을 개
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원조 담당자도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
험적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실험
자는 참여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
정한 후 실험군에만 원조 사업을 제공하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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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권 율·박수경·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2243–1 / A5/ 152면 / 7,000원

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한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방법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

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

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추출, 조사기법, 자료처리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

인은 연령별, 학력별 특성은 물론 대외원조 찬반

속한 바,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

여부, 선진국 인식 여부, 원조경험 인식 여부, 기여

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가능성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 여부 등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타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

해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대외원조에 대

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인식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

국별 비교연구를 통해 2010년 DAC에 가입한 신규

펴보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대외원조 관련 홍보전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

략, 개발협력 교육 및 시민참여 제고 프로그램 등

하기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각 공여국의 활동을 구체적

을 기울였다. EU 27개 회원국의 정기 여론조사 결

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과는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

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

드, 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조사를 비교·검토하여

식도 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대외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을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조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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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정지원·정지선 (2011. 12)
ISBN 978–89–322–2244–8 / A5 / 95면 / 5,000원

212 l

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

최

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

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

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

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

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

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

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가 개최되었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

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

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

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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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
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
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
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
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
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
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
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
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
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
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
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
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
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
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
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
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
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
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
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
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
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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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정지원·박수경·임소영 (2011. 12)
ISBN 978–89–322–2245–5 / A5 / 118면 / 7,000원

214 l

난 2010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지

대한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다뤄지는 이슈들이다.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

모니터링 및 평가는 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

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녹색기후기금(Green

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

Climate Fund) 설립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한 본격적인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에 이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모

르는 장기재원(long–term finance)을 조성하는

니터링 및 평가 관련 세부 쟁점을 분석하고 임시

데 합의하였다. 이후 녹색기후기금의 설계를 위한

위원회에서 나타난 주요국들의 입장을 소개하였

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기금의 목적과 원칙, 거버

다. 또한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식

넌스 구조, 운영방식,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주요

은 기존 기금 또는 양자 원조기관의 방식 중 성공

쟁점으로 기금 설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례를 모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범이 될 만

우리나라는 개도국 대표 25인 중 일원으로 설계

한 다자기금 및 양자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

논의에 참여해왔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녹색기후기금의

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

모니터링 및 평가방식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장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이

제시하고, 향후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

슈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에 적절한 주제였다.

가체제를 전망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의 세부 논의사항에는 모니터링

이 보고서 제2장에서는 녹색기후기금 설립 합의

및 평가의 주체, 수탁기준 수립, 환경 및 사회 세

과정과 임시위원회의 활동사항 등 녹색기후기금

이프가드 적용방식,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안 등

관련 논의동향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모니터

이 포함된다. 이들은 ODA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링 및 평가에 관한 임시위원회 활동내용을 중심으

요약집

연구자료

로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 더반 총회에 제출하
여 채택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
는 주요 다자 기금 및 기구와 양자기구의 모니터
링 및 평가체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구환경금융
(GEF),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다자기금(Multilateral Fund) 및 세계은행과 일
본 JICA의 평가방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녹
색기후기금 전반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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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정지선·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2246–2 / A5 / 176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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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

최

금인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 개도국의 민간

두고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추

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

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제개발협

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력의 분야이자 주제로서 민간부문개발이 대두하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

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비즈니스

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관협력 등 민

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

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별 특징과 빈곤퇴치

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목표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원조효과성 측면의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스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

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

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

력국 중 모잠비크와 캄보디아의 민간부문개발 원

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

조 사례를 각각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

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

라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추진 현황을 검토, 평가한

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으로부터 얻을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으로 나누어 우

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추진과제를 제시한

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

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민간부문

요약집

연구자료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
력전략(CPS)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
서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
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 빈곤
층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다자협의체와
중점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 작업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다른 공여국, 수원국과 지식을 공유
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 분야와 차별화된 민간부문개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을 강화하고 기술협
력과 자금협력, 양자지원과 다자지원 등 지원수
단과 경로를 다원화하며 민간제안형 PPP 메커니
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개발 원조가 빈곤퇴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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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김종일·황원규·윤미경·김낙년 (2011. 12)
ISBN 978–89–322–2247–9 / A5 / 298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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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본

고조되고 있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

문제를 채택하였다. 정책일관성 확충은 국제개

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

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하여 한국의 국제개

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

발협력정책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나 지금까

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이다. 마지막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4

으로 경제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에

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서로 독립적인 4개의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분야는 현재 G20 개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제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

G20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

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연구가 필요한 주

여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다.

제이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분야이다. 대부

첫 번째 주제로 G20 개발의제가 강조한 성장지

분의 기존 연구가 1960년대 이후의 개발연대의

향적 개발철학에 비추어 한국 ODA의 개선방향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이 집중적으로

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원조를 받았던 시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

번째 주제로 아프리카에서의 개발과 원조를 채택

기 이전의 1950년대이다. 이 시기의 한국의 원조

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의 비중이 높

수혜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개발에서 원조의 역

아질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의 원조와 개발의

할을 재인식하고 한국 경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자 하였다.

ODA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구성에 대하여 간

번째 주제로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이

략히 설명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G20 개발의제

요약집

계의 미흡, 지역전문가의 부재 등을 제기하였으

추어 바람직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에 대하여

며, 기본방향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성장지향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

적 개발원조 추진 등과 함께 전략분야로서 식량

용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의 특징을 성장지향

증산 및 농업지원, 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 개

적 개발협력,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수원국

발협력과 민간투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발을 위한

주도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정책일관성(PCD)은 선진국이 원조와는 직접 상

기초로 G20 개발의제의 의의를 기존 개발의제와

관이 없는 자국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

비교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 ODA 개선을

속가능발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이행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국 ODA 정

하거나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

책의 기본방향으로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선택과

록 함을 일컫는다. 한국은 원조체계의 국내 일관

집중, 전략성 있는 일괄적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성조차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

ODA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 정책일관성 제

일관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고, 다자원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한국

PCD에 대한 인식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OECD

의 개발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등을 제

DAC 논의에 비추어, 특히 EU를 벤치마킹했을

시하였다.

때 한국이 PCD 제고를 위해 취할 기초적인 정책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조

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법에 의

와 국제개발의 현황 및 논점을 짚어보았다. 이 장

해 PCD 의무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PCD 정

에서는 아프리카를 향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책문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둘째, PCD를 중점적

어떤 양태를 띠어왔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으로 챙길 수 있는 PCD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도

아프리카인들이 서구사회의 원조에 대해 어떻게

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원조의 집행 또는 주요 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아프리카

도국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사후 평가는 물론이

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한 후, 아프리카에서 중국

고 사전에 정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

이 어떤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서술하였

행하여야 한다. 셋째, 개도국과의 각종 무역협정

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과 투자협정을 PCD 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

문제점과 기본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

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PCD 관점에서 이

으로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몇 가

루어져야 하며 PCD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

지 전략적인 한국의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

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제5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

의 문제점으로 빈곤 정도에 비해 적은 원조액수,

을 알아보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

이러한 적은 원조의 분절화, 지원을 위한 집행체

를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에 도입된 원조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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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모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험은 원조가 물자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리고 원조가 당시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거시

매개로 하여 수원국의 경제 제도나 정책을 바람

적·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나아

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

가 원조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수원국의 입장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외환정책과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

산업정책을 전개하였는지, 이에 대해 미국은 원

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조를 지렛대로 하여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원
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의
거하여 한국의 경험이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
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 도입된
원조물자는 초기 구호단계에서는 직접 소비재,
본격적인 무상원조 도입기에는 원료나 반제품,
유상원조(공공차관)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사
회간접자본 투자, 나아가 상업차관에서는 제조
업의 생산설비 등으로 도입물자의 중심이 이동되
어왔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원조가 직접
소비재의 형태로 제공(이 경우는 구호적 성격의
원조에 한정할 필요)되기보다는 원료나 반제품과
같이 현지에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둘째, 원조물자가 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은, 예컨대 원조물자와 경합하는 현지 산업과 그
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우 상반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원조물자의 배정
조건에 개입하여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 이것
을 정책목표를 향해 민간을 유인하기 위한 자원
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그 효과는 경제적 성
과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수혜자를
선별할 수 있는가 여부, 그리고 이를 집행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넷째,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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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강인수·송유철·유진수 (2011. 12)
ISBN 978–89–322–2248–6 / A5 / 222면 / 10,000원

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U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

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

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

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

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

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 공유가 강조되고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

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

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

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

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는

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

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

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

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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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이 강조되고 있다.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

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

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OECD

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

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

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

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

(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

히 살펴보았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

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는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

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

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석에 입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

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

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

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

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

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

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

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

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

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

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

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

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할 사항들이다.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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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투자 분야 원
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투자 분야 Mini–
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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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

이

요가 있고, 특히 현재의 사무국 기능에 국한되어

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있는 역할을 점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

는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

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 경제협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

reference model로 하였다. EU는 1950년대 상

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

호 안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리더십으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

로 ECSC와 EURATOM, EEC를 설립하였고, 이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

첫째,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설립목적을 더욱

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여 오늘날의 통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고, 한·중·

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EU가 초국가적 권한

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또는 조약)를

을 부여받은 점은 여타 협력사무국이라 할 수 있

도출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

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의 기능과 확연히

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집행권한을 한·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협의체로서 EU보

중·일 협력사무국에 위임해야 현재보다 더 진전

다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SEAN이나

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EU 집행위원

APEC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추구

회와 같이 한·중·일 사무국도 3국간 협력사업

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

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협력

요약집

일곱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외교안보

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일 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여덟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

다.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이 단순한 협력의

도적으로 하여 한·중·일 통합 촉진자로서의 역

심화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중·

할을 해야 한다.

일 3국을 포함하는 다자안보협력이 반드시 제도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사무국의 역할을 집

화되어야 한다.

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

아홉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

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협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력사무국을 중심으로 East Asian Common

정부 차원의 제도화,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보호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권

를 비롯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그

장할 만하다. 공항에 한·중·일 3국인 전용 입

리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출국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 만들어져야 한다.

열 번째, 한·중·일 협력사업이 더욱 공고히 진

넷째,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에서 현재 3국간

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

협력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력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3국

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 문제는 그 중요성과

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료

사무국은 현재의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로 그 역

위험성을 감안하여 유럽의 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
소의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역
내 정상회의가 정착되고 각종 협력사업이 순조롭
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따라서 한·중·일 사무국은 출범 초기에
협력사업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중·일 3국 상호간의 안보 이해 증
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보환경평가보고서」
의 발간이 긴요하다.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l 225

11–13

ODA 기초연구 11–03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한홍렬·이호생·이시욱 (2011. 12)
ISBN 978–89–322–2250–9 / A5 / 164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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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

한

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의 주

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

류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AfT 추진체제에 대한 심

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

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로

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

서는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

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

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

이 AfT의 확대과정에서 친빈곤층 원조라는 국제

고방식에서 고안 및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원조철

이다. 또한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를 갖추고

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AfT 사업의 구체적 형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주요 선진공여국 내

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에서는 AfT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

경우, KOICA를 중심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방

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

법론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 한국도 AfT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확립하고

PBA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AfT 추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는 무역의 주류

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필요성

화, 친빈곤층 원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수준의 노력은 이루어지

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는 수

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미

원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무역이 주된 전략

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여국 역시 수원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AfT 정책체계의 정비가 선

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무역이 중심

행되어야 한다.

요약집

한국이 복합형 AfT 추진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을 절충한 복합형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대한 기본

으로 분석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

지침에서 AfT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

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

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분야의 유상 및

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AfT를 원

무상원조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을 제시해야 한

조정책의 독립적인 중점 분야로 다룰 뿐만 아니

다. 전략지침은 일반적으로 AfT를 추진하는 정

라 기존 중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무역

책주체가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구상 및 실시, 평

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AfT의 위

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

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서 한국이 복합형의 무역 분야 추진체제를 갖

이러한 모형의 채택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 경우, 전략지침 작성에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능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

해야 한다. 한국은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조

정부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AfT 추

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 현황을 활용할

진체제 수립을 이유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

필요가 있다. 즉 국무총리실이 유·무상 AfT를

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통합하는 전략지침의 작성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유상원조기관과 무상원조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추

복합형 원조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

진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

분절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체제가 AfT의

실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

경우에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다. 즉 무역제

지침 작성은 실행부서의 정책기능에 의해 보완되

도의 개선 지원 등 단발적이고 비교적 소규모로 진

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합원조체제

행되는 무역 분야 지원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

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원조기관이 AfT 전략지침

하는 한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큰 규모의 자금이

을 관할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료

한국의 AfT 추진체제는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

소요되는 사업은 유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의 8대 중점 분야에
무역 분야를 추가하여 9대 중점 분야로 확대하거
나 현재 중점 분야 중 산업 등 일부 분야를 무역을
포함하는 분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여 각종 사업에서 무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
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
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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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노한균 (2011. 12)
ISBN 978–89–322–2251–6 / A5 / 120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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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중

이

서 제시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민관 협력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NGO와 기업을

assistance) 분야에서 민관 협력(PPP: public–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민관 협력 사업

private partnership)의 발전방향을 기업 입장

을 통합하여,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에서 검토한다.

협력의 개념을 단순화하는 방안, 현지 정부나

기존 PPP 관련 연구 대부분은 국제개발협력 담

NGO와의 협력관계를 적극 고려하고 촉진시킬

당기관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PPP 사업

필요성, 소요 자원 공동 부담 형태에 더한 기업의

의 주요 상대방 중 하나인 기업 관점에서의 발전

개발 기여 역량 강화 사업의 추가를 제안했다.

방향에 대한 검토는 협력 상대방의 입장을 균형

민관 협력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PPP라는 같은

있게 고려하여 보다 공고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다소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는 개발, 원조, CSR PPP 참여자의 PPP 참여를

이 연구는 현재까지 축적된 기업의 사회책임

통한 기대성과를 가능한 PPP 성과 관리체계 안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기존

수용하되, 개발 > 원조 > CSR의 순서로 고려할 것

문헌 검토를 통해 (1) CSR과 PPP 범위의 재검토,

을 제안한다. 기존 규범모형을 통해 각각의 PPP

(2) 우리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파악, (3) 이

와 관련된 기대성과의 예를 함께 제시했다.

미 개발된 사회공헌 규범모형의 정리를 다루었다.

민관 협력의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PPP

이상의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민관 협력의

사업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발전방향을 (1) 민관 협력의 범위, (2) 민관 협력

기대효과 등 사업 자체의 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

성과 관리, (3) 민관 협력 대상 선정의 세 측면에

는 점에 더해, PPP 사업 신청 기업이 개도국 현지

요약집

연구자료

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개도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기
업의 CSR 활동이 기업경영 전략 전반에 일관되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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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김철희 (2011. 12)
ISBN 978–89–322–2252–3 / A5 / 105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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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 한국

O

우 세계화, 지구촌 사회, 국제사회와 정치, 국가

의 위상 강화와 국제조달시장의 확대, 글

발전과 지구공동체, 세계 시장과 한국경제의 미

로벌 경제 확대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개발협력

래 전망 등의 제목으로 개발협력 관련 내용이 교

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과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화된 교과목과 전

있다. 또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분야별·지

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 관련분야 전반을

역별 국제협력 관련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인 국제대학원은 교육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인력양

정이 다양하지 못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 운

성의 배경과 필요성,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의

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들이 유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의 인력양성 체계 사례분

사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이

석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

부족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원 확보가

방안을 제시한다.

용이하지 않아 글로벌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관련 종사인력은 정부부

수 있는 인력양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처,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부처 산하기관, 대

개발협력 분야 진입 단계에서 개발협력 전문가를

학, 민간컨설팅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양성하고, 국민들의 원조와 개발협력에 대한 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인력양성 체계’에 초점

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ODA 교육원은 프

을 두고 접근하였으며, 진입 시기를 기준으로 개

로젝트 관련 교육 이외에도 인성, 언어능력, 해당

발협력 진입 전 단계, 진입 단계, 사업수행 단계

분야 전문성, 보고서 작성 능력, 리더십, 건강 상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태, 채용 요구 조건 등 개발협력 분야 종사를 위

개발협력 진입 전 단계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경

한 기초요건에 대한 일반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요약집

이 방대하고, 참여 인력의 지역별, 분야별 전문성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국제기구들은 실무경험자를 선호하고 있어 이를

파트너십 프로그램(NGO 포함)과 개발도상국 연

활용한 개발협력 분야 인력양성 필요성이 대두되

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학위 프로그램이 활성

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화되어 있다. 영국은 초·중등 과정의 개발교육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개발협력 분야를 적극 활

과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지역 유관기관의 파트너

용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

십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철저한 수요

가되나 일회성,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Local demand), 시장(Market) 중심의 정책 및 제

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도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특징적이다.

개발협력 분야 사업수행 단계에서 전담기관은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

유·무상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

로 다양성과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개

다. 자체 인력 및 참여 전문인력 활용 폭을 넓히

발협력 일원화(분권화 해소)에 부합하는 융·복

고, 사업 중 개발, 컨설팅 분야 비중의 확대 필요

합형 인력양성 시스템 체계화, 개발협력 관련 정

성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 NGO는 재정구조가 취

보공유시스템 구축(생성, 가공, 배분, 활용), 생

약하나 개발협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애연계형 개발협력 인력양성, 취업·일자리 연

기관이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으므로 체계

계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요청된다. MDB 조달시

세부 추진방안은 부처, 전담기관, 국제대학원, 개

장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컨

발 NGO, 기업, 민간컨설팅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설팅 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제시하였다. 정부는 개발협력 종사 인력수급 전

므로 사업수행의 선진화 및 체계화, 분야별 사업

망 및 조사, 전문가 재교육 시스템 구축, 생애차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원의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현장 전문인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

력 양성, 유연한 개발협력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

과, 일본은 JICA가 핵심이 되어 초·중등학교의

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국제대학원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참여활성화 프로그

의 고유기능 수행 촉진과 대학 연구소의 역량 강

램을 제공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인턴십, 주

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발협력 컨설팅 기

니어 전문원 제도 등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 청년

관 육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인력양성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대학원,

및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개발협력 추진을 제시

개발 NGO 등에서 초기단계의 개발협력 인력을

하였다. 중장기 과제로 수행기관의 전문인력 및

육성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은 USAID를 통해

전문성 확보, 중장기 차원의 인프라 구축, 타 분

양성·활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다

야 전공자들의 참여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료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양한 개발협력 분야별로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전
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인력 풀(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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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조영관 (2011. 12)
ISBN 978–89–322–2253–0 / A5 / 92면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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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시아 3국은 경제특구 운영을 통해

중

순 제조업이 아니라, 보다 기술력이 필요한 부문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각

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IT 경제특구가 대표적

국 정부는 새로운 산업 부문의 발전을 통해 국가

인 사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인 생필품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

을 비롯한 제조업 육성을 통해 향후 이 지역이 산

고 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이 이러한 새로운 산업

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국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 전 지역에 이러한 생산 시설 공장들이 설립될

관광지대를 개발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물류단지 발전을 통하여,

외하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특구

중앙아시아와 인근 국가들 간의 운송, 물류 중심지역

운영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육성을 시도하고 있

으로서 경제특구를 육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성장을 통해 안

이런 점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

특구 활용방안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통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보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활용에 대해서는 3국이 각각

발전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낮은 임금의 풍

다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주요 산업에서 차이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IT, 금융, 건설, 섬유 등의 부문을 육성하려고 하

높은 수준의 임금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단순 제

며,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조업 생산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투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제조업이 아닌 관광 부문

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

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단

므로 관광 부문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집

있으므로 이 지역을 통한 인근 국가들로의 수출

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온투스틱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료

둘째, 각국이 기존에 보유한 장점을 활용하는 것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에서 많이 생산되는 면화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
는 목적을 가진다. 카자흐스탄의 면화는 국내 가
공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90%가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화를 국내에서 의류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섬유 산업의 발
전을 이루자는 것이 경제특구의 설립 방향이다.
각국의 경제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
자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조세
특혜가 주어져야 하며, 제품의 통관절차도 간소
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 관련 특혜도 주어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된 지원정
책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 차원의 발
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아
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점들을 완전하게 갖추었다
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중앙
아시아에서 경제특구의 안정적인 발전은 보다 다
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외국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카스피 해 연안에 위치한 악타우 경제특구에서는 항
만 시설을 개선하여 물류 부문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카스피 해에 위치한 투르크메
니스탄은 관광 부문을 육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
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중
앙아시아 국가에서 추가로 경제특구 설립 가능성
이 있으므로 특구 설립과 주요 유치산업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중동, 러시아, 다른 CIS 국가들과 인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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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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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

본

라 부문보다 앞서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및 사

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회인프라 부문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따라 주변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비해 취약한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

는 것은 사실이나, 또다른 취약분야인 보건 및 교육

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2004년 이미

부문에서는 3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3국 중에서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9년에는 대캄보디아 제1

는 일본이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에 비

의 개발원조공여국인 일본의 ODA 수준에 육박

교적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사회인프

하였다. 그러나 ODA 자금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낮고 보건과 교육에

거의 대부분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도 양허성 차관의 비중(80%)이 무상원조(20%)에

한·중·일 3국의 ODA와 경제교류 관계에서 한

비해 훨씬 큰 데 반해,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중

국은 최근 대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

(74%)이 양허성 차관의 비중(26%)을 능가한다.

국의 ODA가 투자와 연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

이와 같은 ODA 자금의 구조는 ODA 지원분야의

두될 소지가 있으나, 아직 ODA 수준이 높지 않

분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

양자간 ODA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적

캄보디아 ODA가 투자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

으로 지원되는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제인프

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제1의

라 및 서비스, 특히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투자국이며 수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ODA가

한국도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

경제교류와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요약집

연구자료

중국의 도로건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개
발협력은 단순한 수출 및 투자 증대보다도 중국
과 동남아 간 접근로 구축과 같은 장기적 안목에
서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본의 ODA와 경제
교류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고 ODA
공여 경험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
치에 있는 한국이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ODA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한국 ODA 정
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차별화가 모색되
어야 한다. 중국이 주로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
사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점차 도로
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
며, 건설사업의 경우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
사업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
다. 둘째, 한국 ODA의 비중을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
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사업
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인프라사업에서 소프
트인프라사업으로 ODA 중점사업의 방향을 전환
하기 위해서는 한국 ODA 자금구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지원의 비중을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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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년 한·중 간 국교가 수립된 이후 20년

인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현지 조사

만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는 2011년 7〜9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중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우리

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다. 그러나 최근

우시(無錫)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3년 사이 중국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현황을 지

였다. 3장에서는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장쑤성

역별, 업종별로 세분화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입지로서 장쑤성의

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징에 대해 산둥(山東)성, 저장(浙江)성, 광둥

본 연구는 중국 장쑤성(江蘇省)에 진출한 우리 중

(廣東)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장쑤성은

소기업의 경쟁력을 사례연구를 통해 진단함으로

신고건수나 투자금액 면에서 산둥성 다음으로 우

써, 기존의 저임노동력 등 생산원가 우위를 염두

리 중소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한 지역이며, 중국

에 둔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노동, 자본, 지식·기술집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대

약적 산업이 고르게 발전했다. 4장에서는 산업을

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지식·기술집약적 산업

이를 위해 중국 진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 비협력업체를 인터뷰했

그 기간에 내부적으로 기대수익을 달성한 기업을

다. 5장에서는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을 기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후, 이 기업들이 왜

반으로 한 기업 고유의 이점(O), 장쑤성이라는 입

장쑤성을 입지로 선택하였고 경영 현황은 어떠하

지가 가져다주는 이점(L), 현지 법인·한국 본사

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은 무엇

시너지효과로 인한 이점(I)으로 설명되는 OLI–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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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가 실제로 장쑤성에서 어떻게 활용되
고 있는지를 4장의 기업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경쟁업체 및 현지 시장을 조사할 여력이 없
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시장조사 서
비스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 중국이 일
부 불합리한 조치를 개선하고 제도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교섭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우 첫째, 날로 어려워지는 중국의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국기업의 동향 및 그들 간의
네트워킹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중국 현지 법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사노무관리를
강화하고, 현지 출신 영업직원을 적극적으로 영
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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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협상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F

함하는 여러 FTA에서 이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4

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당사국들이 높은 수준의

년 발효된 NAFTA는 환경협정문을 포함한 FTA

환경보호를 장려하는 법과 정책을 보장함과 동시

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에 이들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에

선진국들은 FTA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실제로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이었다. 개도국 역시 FTA 환경분야 협상

이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략적

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

의도라기보다는 역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

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FTA 협정에서 환경분

다. 그러므로 환경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의무

야에 대한 협정문을 주요 항목별로 분석·정리하

를 포함하는 FTA에서는 환경협력과 역량 제고

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FTA 환경 협상을

메커니즘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부 FTA에서는 당사국들이 현재의 환경기준을

FTA에 환경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규정

인 선택이 필요한데, 환경평가 수행, 민간 참여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환

도입 여부, 별도의 환경협정 포함 여부, 법적 구

경기준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속력 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협상에 어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에서 환경

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제도적 수준의 환

기준 강화와 환경 관리 개선에 대해 규정하는 것

경 조항이 FTA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은 실현 가능한 특정 목표 내에서 법적 기반을 마

자국 내 환경보호 수준을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

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며, 미국과 캐나다를 포

국내 환경법 이행 의무를 명시함과 더불어, FTA

요약집

함시킨 바 있다.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환경법 이행과 관련된 별

환경협력은 FTA 환경협정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

도의 절차와 메커니즘이 명시되기도 한다. 특히

이다. FTA상의 환경협력은 대체로 개발 수준이

일부 FTA(특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민간 제

유사한 국가 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발

출권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 제출권은 국내 환경

의 국제적 불균등에 기인한 역량 제고와는 구별

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시

된다. 환경협력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민사회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부수

당사국의 영토에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적인 효과가 있다.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련기구의 능력

FTA 협정문에 환경법상의 절차적 보장이 규정되

향상을 추구하며, 환경친화적 정책·생산과정

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환경법적, 사법적 틀이

및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환경협력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활용

다. 개도국들의 경우 전반적인 법적 틀이 갖추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

일부 FTA에서 언급되고 있는 환경협력의 분야로

들이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MEA 이행을 위한 지원과 환경상품, 서비스 및 환

틀과 이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글로벌 환경 문제

경친화적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MEA에 관한 내

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용은 주로 협정문의 서문이나 협력에 대한 규정에

대부분의 FTA 협정은 자국의 환경정책상의 권리

서 나타난다. 한편 일본–멕시코 FTA는 청정개발

를 보장하기 위해 FTA 협정상의 의무에 대한 일

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반적 예외 조항을 포함한다. 일반적 예외 조항은

과 관련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능력 제고와 제도

GATT 20조의 문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는 것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 보통이다. 또한 GATT 20조의 문구 대신에 독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새로운 통상

자적인 예외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

쟁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DDA 협상

데, 대표적인 것이 EU의 FTA 협정문이다.

에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WTO 다자협상에서 다자간 환경협정(MEA: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및 철폐가 활발하게 논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과

의되고 있으며, 환경상품과 서비스는 FTA의 환

무역협정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타결

경 관련 규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된 FTA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경제대

체결한 FTA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국으로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감

MEA에 관한 WTO 협상의 진척상황을 참고하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도달하였으므로,

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는 지정

FTA에서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한·중

된 MEA 외에 다른 MEA를 추가하거나 기 지정

FTA 협상에서는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된 MEA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포

협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통상정책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자료

협정에 분쟁해결 절차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l 239

과 환경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아닌, 경제성장과 환경

고 이러한 목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개도국과의

해서 환경법 이행 의무나 환경 관련 자문 및 의견

FTA 협상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환경

교환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환경 조항

협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

을 본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하여 양국 환경정책

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

의 긴밀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

요성을 명확하게 협정문에 규정하여 무역과 환경

리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황사, 해양오염 등 공유

이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상대국에 인식시켜야

하는 환경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양국의 합의에

한다. 또한 FTA의 환경기준이 체결국의 경제활

의해 설치된 기구는 이러한 공통의 환경 문제에

동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국의 경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

제발전 정도를 반영한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리가 될 수 있다.

것이 중요하며, 양국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

일본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

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FTA 환경협

을 적극적으로 FTA에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협상

상 시 단순히 경제협력의 한 분야로 환경을 언급

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아시아

하는 수준을 넘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의 핵심적인 인접국가로서 역내 환경보호와 지속

교환을 위한 기구 설치나 공동연구를 제안함으로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써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환경 조항을 도출할

이미 높은 수준의 FTA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에
서도 환경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본은 높은 수준의 환경법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 환경법 이행의무와 환경기준 강
화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
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환경협력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공동
의 환경협력사업을 개발하거나, 저탄소배출형
개발제도 촉진, 정보 교환, 인력 및 기술교류 정
례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
고 FTA를 통해 양국간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환경협정의 내용에 대해 거의 일정한 매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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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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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최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

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

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

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

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

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

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

화에 주력하고 있다.

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

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

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

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

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

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

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

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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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

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

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

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

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

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

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

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

수 있을 것이다.

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

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

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

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

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

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

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

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

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

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

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

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

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

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

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

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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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
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
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
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
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
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
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
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
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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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채·오민아·이보람 (2011. 12)
ISBN 978–89–322–2258–5 / A5 / 84면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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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계기로 미국정
부

당국은

국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국가수출확대정책(NEI:

Administration)에 대한 2011회계연도 예산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천명하면서 적극

안을 확충하였다. 동 예산안 확충은 투자전문가

적으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인력 확충, 향후 5년간 수출중소기업 50% 증가,

수출확대정책은 △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가

미국 중소기업의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지원 확대 △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그리고 환경상품 및 서비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 통상장벽 제거 △ 통

스, 신재생에너지, 의료서비스, 생명공학 등 수

상법 강화 △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출유망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중소기업의 해외시

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수출확대정

장진출 기회 발굴을 위한 전략 모색 등에 투자될

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수출진흥내각(EPC: Export

계획이다.

Promotion Cabinet)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한편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① 동종업계 간 동업조합(industry association)

과 관련된 국가수출확대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

등을 통한 시장조사, 홍보, 국제무역분쟁 해결 등

과 같다.

에 대해 중소기업 간 협력 모색 ② 대기업 또는

첫째, 미국은 2011회계연도 수출입은행에 대한

물류기업과의 협력 ③ 농림부의 시장접근프로그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램(MAP)과 미국 상무부 서비스 프로그램 등 미국

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수출지원활동 확대를

연방·주정부 수출지원프로그램 활용 등의 방안

목적으로 2011회계연도 농림부(USDA)에 대한

을 제시하였다.

예산안을 확충하였다. 셋째, 미국 상무부 산하 미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에 대한 애로사항

요약집

연구자료

을 조사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비
재정적 수출진흥프로그램(export promotion
programs)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선
진국의 기술력과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 사이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
은 해외시장 경험 부족, 현지 네트워크 미비, 해
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미비
등이 수출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
다. 그러므로 치열한 세계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나라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정보 제
공 및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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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박월라·최의현 (2011. 12)
ISBN 978–89–322–2259–2 / A5 / 124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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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유

본

카 투자는 시장진출형 투자가 많은 남아공을 제

형을 살펴보고,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직

외하면 여타 국가들의 경우 자원개발형 투자가

접투자 사례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중

대부분이다.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자원개발

국기업이 인수한 한국기업의 인수 전후 경영성과

형 투자도 일부 있지만, 현지 기업에 비해 상대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으로 높은 제품경쟁력을 가진 중국기업의 시장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여

출형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688억 달러로, 세계 제5위 투자국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양국간 무역관계에

으로 부상하였다. 중국기업에 의한 해외 M&A도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업종별 대한국 투

급증하여 2010년 전체 해외투자액의 42.4%를

자는 제조업이 58.7%, 서비스업이 40.7%이고,

차지하였다. 여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건당 투자규모는 각각 246만 달러, 19만 달러로

에너지 및 자원 투자 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미

소액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유형은 첫째, 인도네

브랜드, 유통망 획득을 위한 M&A가 크게 증가

시아 중남미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인수 및 투

하는 추세에 있다.

자형, 둘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

중국의 대선진국 투자는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

급계약형, 셋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저개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개발 투자가 중심

발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차관개발형 등으로

인 캐나다의 경우는 예외이다.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의 자원개발 투자는 정부

중국의 대개도국 투자는 자원개발형 투자와 시장

의 전폭적인 지원에 뒷받침된 것으로, 투입 비용

진출형 투자가 주류를 이룬다. 중국의 대아프리

에 비해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집

만, 자신의 기술적 역량은 무시한 채 무리한 대형

용 절감형, 국내 공급과잉 해소형, 보호주의장벽

M&A를 시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상

우회형, 기술자원 획득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이자동차와 징둥팡은 모두 피인수기업을 성장시

첫째, 개도국의 상대적 저임금과 시장 개척을 목

키기보다는 기술이전에만 관심을 보임으로써 결국

적으로 한 요소비용 절감형 투자는 주로 섬유, 의

피인수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였다.

류, 신발 업종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보다 소

반면 한국의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샨다는 상대

득수준이 낮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

적으로 M&A 규모가 작았고, 지적재산권 확보뿐

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주요 투자 대

만 아니라 피인수기업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 유

상국으로 하고 있다.

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꼽

둘째, 국내 공급과잉과 경쟁압력 해소를 위한 투

힌다. 샨다의 사례는 중국정부의 장려책과 지원

자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

에 힘입어 무리하게 추진한 대형 M&A보다는 중

어진 제품의 생산라인 이전 형태가 주류를 이루

국 모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규모와 기술수준을

었다. 대형 가전업체인 SVA와 하이신의 남아공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해외투자의 효율성

투자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료

중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크게 요소비

셋째,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을 우회하기 위한
유형의 투자는 섬유, 의류, 신발 업종의 경우 후
발 개도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형 진출이, 가전
업종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은 선진국, 저가 제
품은 개도국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이 이루어졌다.
넷째,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우수인력 확보를 위
한 투자는 주로 선진국 기업의 주식 취득이 해외
M&A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를 분석한 결
과 상당수 기업의 경영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현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고전하였고, 기술이전을 목적
으로 한 해외투자에서도 중국 측의 경험 부족과
무리한 M&A로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 모두 경
영성과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
로 알카텔을 인수한 TCL, 한국의 쌍용차와 하이
디스를 각각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와 징둥팡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해당 업종의 유수 기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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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김부용·오종혁 (2011. 12)
ISBN 978–89–322–2260–8 / A5 / 112면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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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에 사용되어 ‘산업

각

써 희토류산업의 향후를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향후 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2

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장에서는 희토류의 특성, 종류, 용도 및 희토류산

것으로 예상되나, 그 희소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

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글로벌

로 희토류 자원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희토류산업 현황, 즉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수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

요와 공급, 가격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4장에서

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지만 그동안 통

는 중국 희토류산업의 현황과 규제강화정책에 대

일된 관리가 부족하여 과도한 개발과 무질서한

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규제에는 구조조정, 생산

경쟁이 야기되었고, 희토류 생산지의 자연환경

및 수출 규제, 진입기준 강화, 환경규제 등이 포

이 많이 파괴되었으며, 업체간 수출경쟁으로 국

함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

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에 대한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살펴

이에 중국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오

보았다. 희토류 자원이 없는 일본의 경우 해외자

염을 줄이며,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

원 확보, 재활용, 대체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여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고자 최근 희토

있으며, 국내에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

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강화정책을 잇달아

국은 국내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역점을 두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 미국 등 희토류 주요

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소비국들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해 멕시코와 함께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 밖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강화정책, 주

에 M&A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인력 양성과 기

요국과 한국의 대응 및 기업 사례를 분석함으로

술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도 국내자원

요약집

한편, 글로벌 수급 예측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

축 확대, 자원 순환이용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

요가 있다. 여섯째, 글로벌 희토류 확보 경쟁이 치

놓고 있지만 해외 국가와의 공조 체제는 아직은

열해지고 있으므로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여 국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희토류 생산에 필요

외 수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일곱

한 가공기술 또한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

째,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황이어서 다방면의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실정이다. 6장은 기업 사례다. 한국기업으로는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바오터우(包頭)

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확보가 중

에 진출한 포스코와 샨시성(陝西省) 시안(西安)

요한데, 특히 희토류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

에 투자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였

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이 심층 가공과 응용 분

으며, 중국 로컬기업으로는 양대 업체인 북방의

야의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바오강희토(包鋼稀土)와 남방의 우쾅희토(五鑛

때, 기술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함은 자명한 일이

稀土)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다. 이 밖에 중국과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

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한국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중국의 희토류산업에 진출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녹색산업의 경우 희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토류가 필수 소재이며, 한국과 중국 모두 전략적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희토류시장의 급격한 변

신산업으로 희토류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므로 향

화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

후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료

탐사, 해외자원 개발, R&D 및 국제협력 강화, 비

기 위해서는 광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1~2
개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해외자원을 개발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고급 가공기술이 부재함은 물론, 제련·분리
분야의 기술도 부족하므로 국내에서 R&D를 수행
하는 한편 국제적인 기술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은 희토류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희토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전문가 역시 전무
한 실정이므로 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전문인
력을 육성해야 하며, 인력 자체를 개발하는 R&D
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자원 재활용은 희토
류 금속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서도 필요하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정보를 구
축하여 국내 희토류 자원순환 흐름을 잘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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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정지현·이혁구 (2011. 12)
ISBN 978–89–322–2261–5 / A5 / 96면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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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대외개방

중

경제발전 방식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

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방식에 의해 고

히 수출성장의 주역인 가공무역은 정부의 지원정

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수출성장의 주역인 가

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공무역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글로

해외수요가 급감하고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외수요가 급감하고 위안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

확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대내외적 불확실

가공기업들은 생산·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진

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가공기업들은 생산·수

출로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진출로의 비즈니스 패러다

그러나 수출가공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

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기 위해서는 기업 전환비용과 내수 전환 리스크

그러나 수출가공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

가 수반된다. 수출 업무에 특화된 가공기업은 중

기 위해서는 기업 전환비용과 내수 전환 리스크

국 국내시장을 분석하고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야

가 수반된다. 수출 업무에 특화된 가공기업은 중

하며 광고, 마케팅 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등 전환

국 국내시장을 분석하고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하며 광고, 마케팅 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등 전환

통용되는 거래방식, 상품대금 결제방식 및 유통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채널 진입비용 등을 기업 경영에 적절히 적용하

통용되는 거래방식, 상품대금 결제방식 중국은

지 못할 경우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주도형

이에 이 연구는 수출가공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되

요약집

연구자료

어 있는 광둥성을 지역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수출
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및 정책 변
화, 광둥성 수출가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및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 및 현지 정
부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례 기업은 홍콩, 대만, 한국
등 10개의 외자 수출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수출가공
기업들은 기업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
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지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기
진출한 중소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 주요 지역의 제도적·비제
도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진출 가
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정부와의 상
시채널 구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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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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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산둥성(山東省)은 한국기업의 대중투

중

지역, 즉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 지역을 대

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중 하

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의 산업정책, 임금·토지

나로, 2011년 9월 말까지 이루어진 대중국 투자항

등 생산비용, 투자우대정책 등 다양한 투자환경

목 중 36.1%가 이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는 물류비

에 대해 분석하였다.

용의 절감과 저렴한 노동력 및 토지 활용이 가능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현지투자에 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많

합한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 한국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결과이다.

먼저 르자오의 경우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제지업,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토지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

식품가공업, 자동차부품산업의 진출에 좋은 조건

과 노동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 공급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여건이 좋은 점을 감안할 때 방직·의류업 등 노동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정책과 도시화정책, 환경규제

집약적 산업도 진출 가능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강화 등은 대부분 임가공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현

농업이 발전한 웨이팡은 식품가공업, 농기계제

지진출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업으로의 진출이 유망하며, 정책적으로 집중

이와 같이 현지의 생산환경이 악화되고 경영부담

육성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신에너지산업의 진출

이 가중되는 가운데 생산비용에 편중된 투자환경

도 유망한 지역이다. 그러나 방직·의류업, 제지

관련 정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투자환경에 대한

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노동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간 긴밀한 교통인프라

으로의 진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및 산업체인이 구축되고 있는 산둥성의 4개 연해

둥잉은 2차산업의 비중이 72.6%를 차지할 만큼

요약집

위로 집중되어 있는 정보에서 벗어나 지급시 단

되어 있어 기타 업종의 기업이 진출할 경우 부

위의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와 정보축적이 요구되

품·중간재 등의 수급과 생산시설 유지 및 보수

며, 특히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

가 어렵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집약

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적 업종의 진출은 주의를 요하는 지역이다. 오히

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비용 중심 투

려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식

자환경 조사와 정보제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산

업, 유통 등 소비자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유망

업환경에 관한 정보 축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지역이다.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소비자시장보다 생

빈저우는 4개 지역 중에서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

산자시장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

고 임금도 가장 저렴하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

안할 때 산업환경에 대한 정보 축적 및 제공은 매

출에도 호의적이어서 방직·의류업이나 식품가

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중앙정

공업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다.

부와 산둥성 지방정부 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

지역별 투자환경과 기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

화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은 우리 기업이 가장 집

결과 4개 연해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중적으로 진출한 지역이자 최근 현지 비즈니스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째, 기업이 투자결정을 할 때 경영환경이 변화함

따라서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기진출한 우

에 따라 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

리 기업의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부가 제공하는 우대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우리 정부와 중국 지

의사결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접한

방정부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둥성

지역이어도 각 지역별로 형성된 생산네트워크와

과의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산업클러스터가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할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료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석유화학공업에 집중

때 생산비용에 관한 정보수집 이상으로 각 지역
의 산업환경에 대한 분석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
투자결정 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
책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지
원정책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거나 불필
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산둥성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이 소규모임을 감
안할 때 신규 투자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준
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 특히 해당 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
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성(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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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정지현 (2011. 12)
ISBN 978–89–322–2263–9 / A5 / 118면 / 7,000원

254 l

국 연해지역에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중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용절감 및 수출가공을 목

거리에 위치한 중부 내륙지역은 임금수

적으로 중국 연해지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

준, 노동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생산환경에서 연

의 생산공장을 중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

해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해지역이 글로벌

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인지, 이전 유망업종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중국

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

경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도록 해준 것이 내륙지역

지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 고속성장이었다. 그 중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이를 위해 제조업 위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중부지역은 3억 6,000만 명을 보유한 거대시장

가장 많은 연해 3개 도시(칭다오, 톈진, 쑤저우)

이자, 지리적으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중심에 위

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역내 수출환경

치하면서 연해지역과도 가깝고, 일정 수준의 산

이 양호한 중부 5개 도시(정저우, 쉬창, 허페이,

업인프라 및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우후, 타이위안)를 선정하여 기업 이전에 따른 비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및

용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중부 도시의 산업네트워

수출가공업의 이전지역으로 중부지역이 부각되

크 환경을 파악하였다. 비용절감효과는 기업 이

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편

전 시 발생하는 최대 장점인 노동비용 절감분과

노동력 부족, 임대료 상승, 환경규제 강화, 산업

최대 약점인 물류비용 증가분을 고려하여 추산하

고도화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어

였으며 산업네트워크 환경은 해당 지역의 주요

있는 연해지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그린

공단을 통해 파악하였다.

필드(green field)형 투자기업들의 생산기지 이

본 연구에 따르면, 비용절감효과가 가장 큰 도시

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는 연해의 톈진과 중부의 쉬창 지역이었고, 칭다

요약집

연구자료

오의 경우 정저우와 쉬창을 제외한 나머지 중부
3개 도시로의 이전은 오히려 비용증가현상이 발
생하였으며 중부 각 도시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
여부가 상이하였다. 이에 중부 내륙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반드시 비용절
감효과와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고,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과 생산체인을 공
동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내륙 이전을 통한 비용절감분을 기술 및 품질에
서 ‘소폭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재투자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내륙 이전 가능
성을 타진하거나 이전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해 중소기업과 중부 내륙도시 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
획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중국 지방 관계부처
와 기술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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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김찬완·손승호·임정성 (2011. 12)
ISBN 978–89–322–2264–6 / A5 / 278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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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

지

본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을 전망하면서 지난 20

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년간 경제개혁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

합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 경제개혁을 추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진하는 데 주정부들이 지역 차원의 경제적 필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

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은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은 경

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는 더

쟁정책의 수혜를 입어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많은 FDI와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

경쟁을 할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경쟁은 이미 구

간 불균형은 경제개혁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

자라트나 비하르 같은 몇몇 주에서 시작되었다.

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현 집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권당과 정부는 포용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

향후 인도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개혁의 방향은 정책기조

정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로서 포용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글

이 연구는 제2녹색혁명, 인프라 개발 등 한국 정

은 또한 경제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

부와 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공세 분야가

와 주정부 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

이 글에서는 인도 미래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장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 경제

인프라 건설, 제2녹색혁명과 인적자원개발, 환경

개혁 이후 세대와 한국이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

관리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고 강조하고 있다.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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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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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이순철·이영일 (2011. 12)
ISBN 978–89–322–2265–3 / A5 / 236면 / 10,000원

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인 남아시아의

세

가 많은 방글라데시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그리고 정책요인으로는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

3국이 최근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가 높은 반면, 파키스탄은 테러 등으로 불안정성

배경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상

이 높아 투자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

종합해보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

으면서 새로운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요구

해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지만,

되고 있어, 남아시아의 신흥경제국에 대한 관심

인구규모 등 노동력을 활용한 투자에서는 매력이

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글라데시, 파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남아시아 지역

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은 최근에 인력을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

고찰하여, 향후 3개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능성

제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

을 고찰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후 외국인투자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구조 및 정책, 부존자원, 인프라, 그리고 법

부존자원 조건으로 본 3국의 투자매력도는 자원

제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남아시아 3개국에 대

부존이 미미하여 투자매력은 거의 없지만, 에너

한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

지 및 광물자원 등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면 다음과 같다.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자원개

먼저 경제구조 및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3국 중

발사업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매력

에서 스리랑카가 가장 투자매력이 높고, 그 다음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존자원은

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비슷한 수준으로

없지만 농업 및 보석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스

평가되었다.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면, 노동인구

리랑카의 투자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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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리랑카는 관광자원과 차, 고무 등 농업부

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자산 확보적인 투자를 위

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투자여지가 있는 것으

해서는 파키스탄의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

로 평가된다.

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내

인프라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법인 및 현지

모두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도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방글라데

로, 항공, 항만 등의 물류와 관련된 인프라는 방

시는 생산 및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세계에서 가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현지 내수시장이

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아시아

협소하여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3국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원조 등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집약적 산업에는 방글라데시, 석유화학 등 기술

고 있다. 3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도로, 통신,

집약적 산업에는 파키스탄, IT 및 BPO 산업에는

전력발전 등의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

법률 및 제도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

불어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투자도 고려

스탄 모두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특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세제 혜택 및 이익의 송금에 대해 각국은 특혜를

정책과제들도 제시되었다. 그 과제로 인도를 거

법제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점화하여 진출할 수 없는 파키스탄과의 FTA 추

국은 복잡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어 투자매력도가

진, 남아시아의 경제협력 중심이 되고 있는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파키스탄의 조세제도가

SAARC와의 FTA 등 경제협력, 관련국의 투자환

복잡하고, 기업들에 높은 부담을 주고 있어 가장

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가들과의

투자매력도가 낮다고 평가된다.

인프라 연계 등 협력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방안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스리랑카가 투자매

마련, 향후 상세한 남아시아 투자환경 연구 등으

력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차이로 방

로 분석되었다.

글라데시가 높으며, 파키스탄이 가장 낮은 것으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현지 투자환경에

로 평가되었다. 3국은 경제규모에서는 작지만,

대한 명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인구가 많아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최근에 높은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가 있

과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테러 등의 위험요

남아시아 국가들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이 존재하여 외국인투자가 축소되는 등 투자매

는 점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 전략 구

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이 필요하다.

시장개척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와 스리랑카가,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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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이미지

조충제·은기수·박 건·장원봉·유성용·정혜원 (2011. 12)
ISBN 978–89–322–2266–0 / A5 / 274면 / 10,000원

연구는 한국과 인도에서의 상호 이미지

본

형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한국을 처음 알게

를 파악, 비교 분석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된 계기로는 TV나 신문의 한국 관련 뉴스가 가장

를 통한 양자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 정책 수

높은 30.4%를 기록하여 언론 등 미디어 매체를

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

통한 접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되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 응답자의 경우 TV나 신문의 인도 관련 뉴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가 53.0%로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 교과서의 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의 설문조사는

도 관련 내용이 34.9%로 나타나 인도와 차이를

전국적으로 실시된 반면, 인도는 조사여건이 다

보였다. 양쪽 모두 서로의 대중문화를 통한 접촉

르고 조사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북부, 동부,

비율은 5% 미만이었다. 그리고 한국 응답자와 달

서부, 남부 4대 권역의 대표도시, 즉 델리(Dehli),

리, 인도 응답자는 한국제품 사용을 통해 한국을

뭄바이(Mumbai),

첸나이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Chennai)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 인도 각각

서, 한국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인도인의 한국 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일반적 경험, 인지도,

직접 방문경험에 있어서는 양국 응답자 모두 상

이미지, 양국 교류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살

대국가를 여행하거나 방문한 경험이 낮게 나타나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와 한국의 일반적

고 있어, 상호 간에 아직 여행국가로서 선호하고

경험과 관련하여 인도 응답자와 한국 응답자 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와 한국 응답자 모두

두 상대국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특

상대국가의 대중문화 중 영화를 경험한 사람이

히 인도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인지도가 선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응답자의

콜카타(Kolk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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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영화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선 힌두교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자의 나라가 13.2%, 카스트 제도가 13.1%로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세계 각지의 기업에 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소수 응답으로 ‘가난’, ‘종

한 인지도와 그 기업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

교분쟁’이 있었다. 그에 반해 IT 산업은 4.9%의

에 대해 물은 결과,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응답자만이 선택해, 한국인에게 있어 인도는 최

노키아(97.4%)이며, 그에 이어 삼성(93.8%),

근의 빠른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오래된

SONY(93.4%), LG(92.6%), 현대(86.6%), 도요

관습과 가난한 국가라는 인상이 보다 강한 것을

타(86.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제품군 중

확인할 수 있다.

인도인의 사용경험비율이 높은 휴대전화, 자동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살펴본

차, 가전제품의 제조사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게

결과,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다

국가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대중문화

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한국 내 인도기업

와 전통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

들에 대한 한국 응답자들의 인지도는 마이크로맥

났다. 한편 한국 국민들은 인도 전통문화와 대중

스가 11.1%로 10%를 소폭 넘었을 뿐, 대부분 매

문화에 대해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우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쌍용차 인수로 언론

반면 인도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

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마힌드라&마힌드라 역시

을 보이고 있었다.

7.3%의 낮은 기업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

인도와 한국의 교류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양

도기업들의 국가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비율

국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와 한국 모

역시 매우 낮았다. 이는 한국인 조사대상자들은

두 일본을 주된 협력국가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

인도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았으며, 그 다음 순위로는 중국이 나타났다. 한국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과 인도는 서로 2번째, 혹은 3번째로 협력해야

두 번째로 한국과 인도 양국의 이미지에 대한 조

하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사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로 인도 응답자들은 한국기업을 가장 많이

또한 한국인들은 인도를 자원개발에 있어서 협력

선택했다. 이어서 2002년 월드컵, 경제발전의

해야 할 나라로 선택한 점도 흥미롭다. 특히 인도

순서로 나타났다. 인도인들에게 한국은 일상생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고학력자이면서 월소득이

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한국제품을 제조한

높을수록 한국과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에 대해

기업의 국가라는 인상이 강하며, 일본과 같이 동

적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아의 발전된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이것은 한국 응답자들도 비슷해 한국에서도 가구

한국 응답자의 경우 인도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

소득이 높고, 고학력자일수록 교류에 대해 긍정

지의 대부분은 종교와 관습에 대한 것들로서, 우

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한국과 인도 양

요약집

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양국 정부, 기업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의향 등이 매우 높았다.

상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2010년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인도가 우리

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인들이 일본과 우리나라

나라의 제7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간 교

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중장기적으

류협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

로 개선하여 한국만의 이미지 구축을 해나가야

심축이 아시아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21세기에

할 것이다.

떠오르는 신흥경제대국인 인도와의 관계는 점차

넷째, 한·인도 CEPA를 활용한 양국 간 교류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의 상

확대에 보다 힘써야 한다. 한·인도 CEPA 협정

호 인지도와 이해는 아직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

문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양국간 우호

professional)의 상호 이동, 시청각물 공동제작

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

등 양국간 인적 및 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한 조

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인도 양자관계에

치들을 적극 활용,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과 인도 간 상호 이미지 조사는 이번 연구에

첫째, 양국간 인적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에도 불

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국인이나 인도인 모두

구하고 주춧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쪽 국민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양국

한국과 인도 간 실제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교

은 물론 양국 사람, 문화,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양국간 이미지가 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양쪽 국민의 접촉

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양국간 상호 이미지형

면, 접촉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성 과정이나 내용 등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비교

둘째, 양국간 투자교류 확대에 정부간 지원을 강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인도 교류

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양국 이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 정책자료와 향후 정책 수

지 형성에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자료

국 간에 정보나 문화 등을 알고 싶은 욕구와 방문

양국 정부는 양국 간 투자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을 통한
양국 기업들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교류 확대 및 일본과의 차별화된 이미
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양 국민 모두 양국 문
화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적다. 조사대상 인도인 중
약 90%(한국영화에 대해서는 약 80%) 정도가 한
국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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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김현제·조상민·박찬국 (2011. 12)
ISBN 978–89–322–2267–7 / A5 / 196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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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너지 부문의 대표적인 이슈로 기후

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엄정한 법 집행이나

변화 대응과 심각한 전력부족을 들 수 있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IEA(2009)에 따르면 인도의 탄소배출량은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안보를

1,146Mt이며, 이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

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도는 자국산 석탄

진하고 있다. 인도는 대지 면적의 1%만 태양광에

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용한다 해도 약 50만MW의 태양에너지를 생산

에너지 믹스가 단기간 내에 친환경적으로 전환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풍력은

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인도의 전력 산업은

세계에서 4대 풍력발전국가 반열에 올라섰을 정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규모 설

도로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다. 풍력 산업은 다

비증설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수요에는 크게

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0년 4월과 5월 사이에 첨

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2만 5,000MW의 용량

두부하 기준으로 약 13.8% 부족한 상태이다.

을 구축할 수 있다.

인도 인구의 약 45%는 여전히 전기를 공급받지

이런 가운데 인도의 스마트그리드 확대 노력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약 4억의 인구가 전기 없는

돋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55%의 국민들도 단전이나 제한송전 등을 일상으

다르다.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송배전 손실

로 여기고 있다. 송배전 손실도 평균 30% 이상으

과 전력공급 부족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인도의

로 매우 높으며, 손실이 많은 일부 주에서는 50%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도전(盜電)

이상이 되기도 한다. 도전(盜電)도 매우 심각한

을 줄이고 송배전 손실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요약집

로드맵(2010. 1)을 마련하고 2030년 세계 최초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력공급 부족 현상을 줄

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전력

이는 데 공헌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재생에너지

망’, ‘소비자’, ‘운송’, ‘재생에너지’, ‘전력서비스’

통합에도 크게 기여한다. 인도 타밀나두(Tamil

의 5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제주

Nadu) 주와 같이 풍력비중이 높은 지역은 풍력

도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확

출력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때문에 전력계통 운영

대하고 있다.

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우리나라와 인도는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상생관

에 따른 이러한 계통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국의 강

스마트그리드가 핵심 대안이 되고 있다.

점을 살려 양국의 그린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이

본 연구는 인도의 그린에너지산업 현황, 특히 재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

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추진실적과 향후

국가의 비교우위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RCA

전개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과 인도 양

지수와 RMI 지수를 중심으로 양국의 재생에너지

국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태양광과 풍력)와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협력방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모두 인도정부의 적

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태양광 부문에서는 한

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관련 사업 및 시장이

국이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인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국가경

도 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풍

제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계획에

력 부문에서는 타워의 경우 인도가 높은 국제 경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반영하고 있고, 현재 제

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향후

11차 경제개발계획(2007~12년)이 수립되어 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및 해외 진출 시 인도

진 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R–APDR 프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

로그램 추진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본격적

리드 부문에서는 한국이 비록 하드웨어 측면에서

으로 진행되었다. R–APDR 프로그램은 3~5년

인도에 비교우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인도에

의 기한을 두고 로드맵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발

비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크게 부족하였다. 소프

전능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

트웨어의 도움 없이는 경쟁력 있는 스마트그리드

술을 접목하고 있다.

를 구축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인도의 소프트웨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전략(2010. 10)

어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애플리케

을 수립하고, 2012년 세계 8대, 2015년 세계 5

이션 및 서비스를 지능화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

역량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하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확보 문제로 RCA 지

여 2015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할 10대 핵심

수와 RMI 지수를 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 크게

원천기술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풍력, 스마

획이다(KETEP 2011). 또한 스마트그리드 국가

트그리드를 중심으로 인도에서 실제 전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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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는 또한 피크 부하 관리와 수요반응

l 263

거나 유망한 사업, 정부정책 및 제도,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러한 노력은 데이터 분석만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
구가 한국과 인도 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구체적인 전략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
지만, 인도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를 비롯
한 그린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망을 포괄적으로 제
시하였으며, 인도 그린에너지산업 진출을 염두하
고 있는 기업이나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유망분야별 구체적 시장 분석과 함께 대내외
적 환경 분석을 통해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
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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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이 웅·최호상·정무섭·서대교 (2011. 12)
ISBN 978–89–322–2268–4 / A5 / 194면 / 7,000원

011년 우리 금융권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2

안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였다.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성

주 내용은 2, 3, 4장이고, 제2장은 은행부문, 제3장

측면에서 보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은 증권부문, 제4장은 보험부문을 다루고 있다. 먼저

특히 수익변동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은행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은행 관련

더욱이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

시스템과 투자여건을 조사한 후 한·인도 양국간 금

렀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융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제3장은 인도 증권산

우리 금융산업은 수익기반의 차별화와 다각화가 절

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짚어보고 증권시장의 경쟁

실히 요구되며, 그 방편의 하나로 경제는 빠르게 성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제3장은 인도 증권회사들의

장하나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뒤처져 있는 신흥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 시

장 위주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측면 및 정

본 연구는 신흥시장 중 하나인 인도의 금융산업과 금

부정책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의 증권산업 협력 확대

융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금융기관의

방안도 제시한다. 제4장은 인도 보험산업의 개요, 보

인도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하며, 한국과 인도의 금융

험시장에 대한 투자여건, 선진국 보험회사의 인도 진

산업 협력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출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보험

특히 본 연구는 한·인도 CEPA(Comprehensive

회사 현황과 과제 및 향후 효과적인 인도 보험시장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활용하여 거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

대시장인 동시에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 금융시장에

국 금융기관의 인도 금융산업 진출 및 한·인도 금융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위해 인도의 금융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

시장 정보와 인도 진출에 대한 전략 제시 및 협력방

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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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A

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

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을

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SEAN은 협의와 합의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

라는 원칙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

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

을 채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ASEAN의 의사결

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정 구조를 ASEAN 주요 기관의 형성과 변화를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

통해서 파악하고, 의사결정 방식을 원칙, 문화적

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

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

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

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

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

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

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

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

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

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

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

요약집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

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

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

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

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

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

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

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

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

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

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

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

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

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

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

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

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

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

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

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

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

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

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자료

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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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

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

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

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

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

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

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

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

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

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

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두기로 하였다.

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

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

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

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

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

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

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

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

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

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

요약집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

것을 시사한다.

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

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

중요한 변화이다.

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

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

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

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

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

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

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

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

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

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

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료

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

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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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다. 또 다른 문제는 회원국들간 갈등이다. 예컨대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

인도차이나 국가들간 댐건설을 둘러싼 알력, 역

성이다. 이 측면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의 지

내 불법이주민의 문제, 특히 최근 태국과 캄보디

리적 환경과 동남아시아 주민들끼리 그리고 역외

아 간의 유혈충돌로까지 번진 프레아 비히어 힌

의 다양한 나라들과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접촉의

두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 등이 있다.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의 특징

최근 동남아시아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

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역내 국가들을

면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동남아시아의 중국 관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동남아시아 지역주의’를

계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과 2002

구축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예컨

년 ASEAN·중국 FTA의 조인에서 엿볼 수 있는

대 ASEAN의 지도자들은 2003년 ASEAN 공동

협력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ASEAN에 대한

체를 2020년까지 설립하기로 동의했으며 2007
년 말에는 ASEAN 헌장에 서명하기도 했다.
ASEAN 헌장의 목적은 지역 정체성과 지역 통합
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SEAN 공동체의 실현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예를 들면 ASEAN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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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 측면도 있다. 이 후자의 측면은 무엇보다
도 대륙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중국
의 경제적 팽창과 중국과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
간 남중국해 군도들을 둘러싼 해양 영토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준에서의 큰 격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태국]

을 통합하려는 의지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시장

태국의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성에서는 불교와 국

통합에 대한 의지 결여는 ASEAN 회원국 정부들

왕의 영향을 강조했다. 태국의 정치구조는 1932

에서뿐만 아니라 역내 사업가들에게서도 확인된

년 입헌군주제의 도입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의회

요약집

향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외교는 경제와 사회

보기 위해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비교했

문화 부문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베트

다. 태국의 정치 리더십은 푸미폰 국왕의 전통적

남이 추구하는 지속적 발전, 조화로운 사회 건설

인 리더십과 탁신 전 총리의 경영자적 리더십을

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

대조함으로써 태국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자 했

하는 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의 정치변동을 상세
히 기술하였다. 태국의 상황은 제도와 리더십의
부조화로 야기된 피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태국 민주주의가 당면
한 문제를 식별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했다.
태국 정부의 국가목표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8월 출범한 잉락 친나왓 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책 분야별
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태국의 대외관계는 ASEAN
및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한
국과의 관계는 수교 이래의 역사적 발전과 분야별
상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
해 갖고 있는 인식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정부의 정치·외교적
인 측면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변화 방향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첫째, 인도네시
아 현재를 움직이는 역사적인 힘, 둘째, 유도요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구조적, 정당정치적, 정
치 엘리트적 특징, 셋째,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정책, 넷째, 외교적 측면에서의 특징과 구도, 쟁
점, 의미 등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외교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인 틀에서 민주주의,
무슬림, 근대화를 양립가능한 자기 전략으로 설

[베트남]

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내의 민주화 심화는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면적 개혁의 길

외형적으로 대외관계의 역할변화를 추동해 내면

로 들어선 후,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서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돈정치(money

성장을 이룩해 연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

politics)’로 명명되는 부패 카르텔의 정치는 인도

였다.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개혁을 급속히 진

네시아 정치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드러나고 있

전하지 않고 공산당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다. 반부패 개혁은 정당과 국회와 사법부의 공적

베트남은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역할, ‘거

국제사회로 통합을 심화하며 안정적이고 평화적
인 국제질서를 조성하는 데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연구자료

제의 역사를 서술했고, 현대 태국 정치의 흐름을

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밑
거름이 된다. 이러한 공적 조직과 거버넌스의 쇄
신은 인도네시아를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동시
에 이루는 상호작용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 기조는 2011년 제11차 공산당

[필리핀]

대회, 제13기 국회와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 정치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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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계층구조와 전통사회의 가족 중심적 가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필리

치규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

는 전통적 지배엘리트 그룹이 대를 이어 지속적

이다. 이러한 민심은 필리핀 엘리트층에 전달되

으로 정치적 특권을 유지하는 배경이 된다.

어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다. 또한 근래 한류

필리핀 정치는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형식을

의 영향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다. 주기적인 선거와 지방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류가 정부에서

자체제의 정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풀뿌리

주도한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사업으로 비추어진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다면 문화적 제국주의로 오인받기 쉽다. 따라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제도가 적용되

민간 차원의 대중문화 확산에 국가 차원에서 지

는 토양이 척박하고, 또한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나치게 관여하기보다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도움

지도층의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을 베푸는 우호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수 있다. 하지만 근래 필리핀 정치에서 일정한 변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이는 전통적 엘리트 그룹
내부의 세대교체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로 대
물림하는 단순 권력순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
겠지만, 젊은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
는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젊은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태와 업적이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모두 공개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통
제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비록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점차 필리핀의 엘리트들도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필리핀
민중들의 마음을 사는 간접적 외교활동이 필요하
다. 필리핀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우땅 나로 옵
(마음 속의 빚)’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구의 약 90%에 달하는 빈곤층의 열
악한 삶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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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2011. 12)
ISBN 978–89–322–2271–4 / A5 / 204면 / 7,000원

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메

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태국이 주도하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

는 메콩개발사업(ACMECS)의 경우 농업, 인프

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

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류·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잉락(Yinglak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

Shinawatra) 총리의 집권으로 이에 대한 협력이

(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업(GMS)의 경우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ASEAN이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

수립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개발국가

어 측면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메콩위원회

(CLMV)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MRC)의 경우 농업, 수자원 관리, 홍수관리 분

하고 있다.

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력 댐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국가별 전략을 살

건설에 있어 농업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

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은 2003년 탁신 총리의

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메콩연구소(MI)의 경

주도로 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를 통

우 메콩 유역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 위주의 사

하여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적·안보적

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 사

이해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접

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AN의

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위치, 무역, 투자,

메콩개발사업(AMBDC)의 경우 인프라, 물류·

경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콩지역 개발의

수송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인 재

확고한 중심세력이 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사각

원부족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업

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통하여 성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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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평등, 효율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메콩지역
개발에 있어 ‘수자원과 관개 관리’에 중점을 두면
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해 왔다. 또한 메콩위원회
(MRC)에 적극 참여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개
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힘의 열세 속
에서 주권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콩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수력개발에
대한 자율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균형전략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메콩위원회(MRC)의
주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1년 10월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발표
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
서 언급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략을 살펴
볼 때, 한국은 라오스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태국을 활용하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
아의 톤레사프 강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메
콩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어떠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메콩 수자원 및 수력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
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예정된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라
오스의 수자원 및 수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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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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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이

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

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

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

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

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

제공하고자 한다.

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

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

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

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

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

(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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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

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

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

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

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

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

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

(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

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

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

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

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

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방식이다.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

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

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

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

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

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

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

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하였다.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

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

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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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

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

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

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

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

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

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

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

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

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

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만, 대규모로 생산·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

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

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

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

에게 많이 지출한다.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

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

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

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

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

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

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

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

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

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

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

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

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

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

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

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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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

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

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

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할 수 있다.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

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

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

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

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

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

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

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

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

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

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

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

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

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

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

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

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

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

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

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

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

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요약집

연구자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
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
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
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
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
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
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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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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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

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

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

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

(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이 높아지

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

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

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

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

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요약집

연구자료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바, 그 출발점
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
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
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
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
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
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
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
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
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
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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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

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

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

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

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

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

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

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

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

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

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

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

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

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

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

요약집

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

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

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지방 간의 권력

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

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

로 고착화되었다.

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

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

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

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

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

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

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

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

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행에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

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

혁도 예상 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

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

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

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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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

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

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

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

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

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

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

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

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

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안보적 이득을 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

리지 못했다.

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

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

피할 수 있다.

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

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

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

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

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

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

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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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
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
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
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
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
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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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제국이 붕괴한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소

정학적 패권 변동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탈소비에트 공간

이 매우 높아졌다.

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제 질서의 재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포스트소비에트 20년을 맞

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

이한 이 시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

운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은

기반을 넓혀 줄 다각도의 분석과 종합적인 연구

매우 중요한 지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

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기

국가들과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거나 민간기업의

독교, 유라시아주의와 대서양주의 등이 교차하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때 필수적인 점검사항이

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9·11 사태와 ‘테러와

며, 한국정부가 보다 정교한 대중앙아시아 진출

의 전쟁’ 선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지역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다. 뿐만 아니라, 카스피 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변화와 국가 리스크를 초래할

지역이 지구촌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

수 있는 근본 문제들을 추적해보는 것이다. 둘째,

지경학적 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하다. 이처럼 21세기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전략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

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부터 이 지역은 미국, 러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탈냉전 시기 중앙아

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 간 세력 경쟁의 각축장으

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과 유라시아 국제 질

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미래가

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

탈소비에트 공간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대륙의 지

공해 줄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요약집

안이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화

공할 수 있다.

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2장에서는 ‘신화 vs 현실,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

3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

화하는 국경선’이라는 주제 아래 중앙아시아 지

람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중앙아시

역의 국경선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망하였다. 소

아 사회의 전통 문화와 생활 이슬람, 독립 이후

비에트 시대에 강제로 획정된 국경선은 중앙아시

중앙아시아 개별 민족들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건

아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이다.

설 과정,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

199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 후 제일 먼저

의 통합과 균열 요인 등을 다뤘다.

착수한 것은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받고 이를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요소로는 먼저 역사적

지켜내는 일이었다. 보다 큰 차원에서 볼 때, 이

전통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는 사회 내부

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사회는

적으로 공통된 역사와 전통 의식을 배태하고 있

소련 해체 이후 더 이상의 갑작스런 혼란을 방지

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두 번

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하고 유지한다

째 통합성으로 강조된 것은 생활 이슬람 또는 민

는 데 동의한 상태였고,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

속 이슬람으로 명명되는 수피 이슬람이다. 전통

격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켜

적 이슬람은 문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전통

왔기 때문이다.

성을 가진 이슬람 요소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

하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선의 미

합적 기제에 부합한다. 이는 향후 중앙아시아 사

래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

회의 발전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군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남쪽

큰 사안이다. 이슬람은 일종의 생활관습이었기

국경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통한

때문에 이슬람의 부흥은 어떤 의미로는 전통문화

급진주의 이슬람의 북진 위협 또한 더욱 증대되

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생활

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체첸 전쟁과 2008년 그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에 중요한 영

루지야·러시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

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가 될 수 있었고, 전통적

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기존의 국경선을 변경해

입장에서 자디드운동과 바스마치 무슬림저항운

새롭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공고히

동을 통해 중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 통합성이

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강조되었다.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련 시절에 획정되었던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로는 국가건설과 관

행정선(administrative line)이 국경선으로 갑작

련한 민족 정체성 확립 작업을 들 수 있다. 독립

스럽게 성격이 바뀌면서 인접한 국가와 생활권이

이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논쟁이

붕괴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단적인 사례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과 분

활동이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열의 문화적 요인으로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

는 자칫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 사

의와 관련이 있다. 중앙아시아 원리주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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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앙아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념

조성되어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 미국

적 요소이다. 중앙아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역내

주도의 NATO, 러시아 주도의 CSTO, 중국 주도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확산을 지역 안보 및 지역

의 SCO 등이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

통합의 중대 위협으로 간주면서 경계하고 있다.

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

4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와 미·중·러

시아 지역에는 미국의 침투력, 러시아의 복원력,

의 각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탈냉전 시

중국의 구심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대국들과 역내 국가

국, 러시아,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 구도

들 간에 이해관계를 연결 고리로 하는 전략적 이

의 이중성 덕분에 역내 세력 균형은 비교적 잘 유

합집산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

지되고 있다.

거대 게임과 지정학적 다원주의 현상이 복합적으

5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

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

쟁과 미래: SCO와 CSTO’라는 제목으로 중앙아

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제관계

시아 지역 다자협력기구의 통합과 균열의 가능성

의 주요한 특징은 관련 국가들 간 협력 관계의 다

및 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

면성과 복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중앙

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역량의 한계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가 크

로 인해 자신들이 직면한 역내 전통 및 비전통적

고, 역내 행위자들의 수가 많아졌기에 발생하는

안보 위협을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

현상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탈소비에

서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CSTO와

트 공간 및 유라시아 대륙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

SCO에 참여해 자신들의 안보 위협에 대처해나가

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야 했다. 두 기구는 역내 및 역외를 포괄하는 중앙

9·11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안보기제이다. CSTO와

하는 일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공통 관심사이

SCO는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영향

다.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안보 공

을 주는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해오면서 상호간 경

백이 발생했으며, 지역 갈등과 국경분쟁이 발발

쟁과 협력의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여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졌다. 결과

한편 러시아는 역내에서 SCO를 매개로 한 중국

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강대국들도 역내 안

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꾸준히 견제

보 확립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

하고 있어 역내에서 SCO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

다.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는 인접한 러시아, 중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앙아시

국, 중동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차대

아 국가에 대한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한 사안인 데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근

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측면

본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은 인접 국가들에게 치

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향후 SCO의 위상과 역할

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다층적인 안보 환경이

기존 SCO가 CIS의 보조 역할에 머무는 차원이 아

요약집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주변 강대국들이 세계의 심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장부이자 대륙교인 중앙아시아 국제 철도망의 미

이렇듯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

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해관계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통합

역내·외를 막론하고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

노력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역내 맹주

이 ‘균열의 길’이 아닌 ‘통합의 길’이 되어야만 한

를 향한 헤게모니 다툼과 국가별 이해관계의 상

다는 점에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

충으로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철도망의 발전에

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지향하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고자 하는 의지는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 새로

6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라

운 국경선에 대한 통행 및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

는 제목 아래,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역내 통합과

화하여 과거 행정선 수준의 지역 협력이 가능한

협력의 촉진자인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조장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운영을 위해

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19세기 말 러시

서는 중앙아시아 철도운송협정 및 중앙아시아 철

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중앙아시

도 협의체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협력의 다원

아 철도망은 지정학적 패권과 국제관계 동학 속

화를 위하여 UNDP와 UNESCAP 등과 같은 국

에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트소비에트 20

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년 동안 중앙아시아 철도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국민건설(nation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building) 과정을 거치면서 물려받은 국경선과

아시아 지역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변화하는 국경선의 영향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적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과거·현재·미래 및 유라

요소를 함유하게 된다. 소비에트 연방과 중앙아

시아 국제관계의 동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시아의 전통적 경제사슬이 붕괴되면서 역내 운송

있는 중요한 학술적 논거이자 시의적 과제이다.

산업의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중앙아시아

둘째, 탈소비에트 20년 동안의 중앙아시아 지역

철도망의 왜곡된 구조와 철도 노후화는 중앙아시

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변동을 고찰하

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적 원인으로

는 작업은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작용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의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회랑을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과 각국의

해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적 측면에서 중앙아시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예

아에 대한 입체적 분석 작업은 한국정부 및 민간

기치 못한 대립과 갈등은 중앙아시아 전체 교통

기업들에게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 및 위험 요인

물류 체계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중앙

하지만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발전과 관

아시아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연구자료

니라 중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SCO의 역할 증대를

련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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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물

독립 이후 2011년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상방문만 17차례나 진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연간 인적교류는 약 8만 명으로 추정된다.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활발한 왕래는 다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양한 교류를 증대시키고, 서로의 문화를 더욱 잘

있다. 인적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중앙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앞으로 21세

시아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602명이며,

기는 영토와 자원이 아닌 각 국가가 보유한 인적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

자원이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것이다. 어떤

자도 약 3만 명에 이른다. 반대로 약 30만 명으로

국가가 더 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인재를

추산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현지에서 한국의

갖고 있는가, 인구의 규모가 어떠한가가 고정불

국가이미지를 고양하고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변의 자원보다 더욱 중요하다.

중계자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서는 자국의 인적자원뿐만

이 보고서는 1992년 한·중앙아시아 수교 이후

아니라 활용가능한 다른 나라의 인적자원를 어떻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모든 인적교류를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국의 대외 인적자원 교류는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이 보고서는 다

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음과 같은 한·중앙아시아 인적교류에서 나타나

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상들간에 인적교류가 가장

는 법적·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

요약집

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야 한다. 주요 프로젝트 수주 시 패키지의 일환

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DB, 지원 정책

으로 ‘직업 교육장’ 또는 ‘전문기술학교’를 지원하

을 포괄하는 정부 기구(가칭 ‘대외인적자원부’)를

고, 인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설립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다섯째,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인적 네트워크

아니라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략지역

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을 포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

재외동포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

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기획해야 할 것이다.

에 종사하고 있다. 대출 중심의 현지 금융 관행으

둘째, 한·중앙아시아 정부간 협력의 실체인

로 고려인들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

한·중앙아시아 정상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소금융과 비슷한

전시켜야 한다. 한·중앙아시아 정상간의 네트

‘한민족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지역 고려

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권당과의 관계 교류

인들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섯째, 한·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에서 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집권당과의 교류를 추진하

화 교류가 빠질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가요, 드라

고 있는 ‘한·카자흐스탄 포럼’ 같은 조직을 활성

마 등 대중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앙아시

있다. 문화 콘텐츠 교류 사업은 한·중앙아시아 간

아 등 개발도상국 국가와 공무원의 교환 근무를

의 인적교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실시하고, 상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통상

것도 좋은 방안이다.

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관계를

셋째, 지식기반경제와 미래 세대의 교육 인적 네

유지할 수 없고 무역흑자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

국가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

하던 취업 정책을 바꿔 한국을 중앙아시아는 물론

해서는 해외 투자와 해외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다른 국가들의 인재가 모이는 인력 풀(pool)로 육

진출은 필연적이고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부 안에 해외

파워, 나아가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스티키

인재 유치 전담 기관 설립이 요구되며, 졸업 이후

파워(sticky power)를 갖추어야 한다.

에도 정보 및 취업 제공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향후 21세기 세계 질서는 소프트파워에서 누가

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더 강력한 스티키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

넷째, 기업 차원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인적 네트

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강력한 하드파워와

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진출할 때 현지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교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

한국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유는 스티키파워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스티키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 및 교육분야 등 인

파워는 경제, 문화 및 시스템의 매력과 장점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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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여 다른 나라의 엘리트와 대중 모두를 연결
시키는 힘이다. 글로벌 정보화와 아랍세계에서
도 불어닥치는 민주화의 열망을 고려한다면 엘리
트 차원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시스템, 경제적 이익, 공감할 수 있
는 가치, 대중문화 등)을 통해 한국은 스티키파워
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스티키파워가 가장 잘 발휘
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부터 농촌 거주민까지도 한국을 가장 친근
하고도 교류해야 될 우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국의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갖고 있으며 이주노
동, 유학,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손꼽힌다. 중앙
아시아에서 발휘된 한국의 스티키파워를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과
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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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조영관·주진홍·강명구·김영식·오영일·이상준 (2011. 12)
ISBN 989–89–322–2277–6 / A5 / 226면 / 10,000원

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최

서비스 부문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앙

정치·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개방이 진전될 가능성이

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의 투자사례를 분

높아서 그동안에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가 제한되

석하는 것은 점차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었던 서비스 부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환

서 한국기업들은 은행, 보험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설립 절차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종에 진출할

가 복잡하고, 기업 운영이 불투명하며, 정부의 정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

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

제 발전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 부문이 취

한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약하므로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것으로

가 부족하여 인프라가 취약하기도 하다. 따라서

평가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변동에 따라 노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무관리가 점차로 서구적이며, 체계적인 형태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전략 수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지에 투자하

립을 위한 기본 연구로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는 한국기업은 인력 채용 과정을 공개적이고, 체

투자 특징을 분석하였다.

계적인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인센티브를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연구를 통해 한국기

지급하는 형태·방식 등에서도 제도와 규칙을 강

업의 향후 투자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

수 있었다.

할도 현재보다는 점차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점차

셋째, 한국기업이 현지에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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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을 참고하여 마케

특성, 체제전환국으로서의 특성, 인적 네트워크

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자원개발

지향적인 특성, 다소 비개방국인 특성을 가지고

부문을 제외하고는 현지 사회의 변동을 면밀하게

있었으며, 이것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중앙아

한 외국기업의 투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글로컬 전략과

야 했다. 이러한 특성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있

현지 밀착형 마케팅 전략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으며, 보다 자본주의적이며 제도화된 경제 요소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경제 발전에 따

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투자와

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중산층의 규모가 증

관련된 노무관리, 마케팅 전략에서 이러한 면들

가하고 구매력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이다. 한국기업들도 글로컬 마케팅 전략과 현지
밀착형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한
국기업들은 중앙아시아 사회경제의 변동에 투자
경향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앙
아시아 국가간의 경제 협력이 증대되고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 CIS국가들과의 협력이 증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들의 경제는 지역 경제 블록화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고, 역외에 대한 공동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투자와 교역에 커다란 영향
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전략을 통
해 산업 다각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
로 전망된다. 국가마다 경제 발전 전략이 세워지
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조업을 발전
시키는 것이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원에
너지 부문과 농업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각 국가
에 맞는 제조업 부문을 육성하는 정책이 실시될 것
이다. 따라서 각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부문
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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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이재영·이평래·윤익중·이시영·S. Avirmed (2011. 12)
ISBN 978–89–322–2278–3 / A5 / 212면 / 10,000원

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

2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외국기

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자

업들은 몽골 정부와 함께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

원개발사업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에 착수한 데 이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타반톨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원개발

고이 광산 개발 및 기타 전략광산 개발사업에 참

협력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광물자원 부국으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광물자원

이와 동시에 현 몽골 정부는 자금력 부족으로 탐

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사되지 않은 부분과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광산이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유사한 몽골의 자원개발에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오래되

위해 광물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

지 않았다. 이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

으로 환영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 동

여 있는 내륙국가로서 운송 인프라가 취약하여

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광업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한국으로 운송하는 데 어렵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

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 초과 이윤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거나 면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광물자원개발 기업들은

제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초에 이미 몽골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대몽골 광물

를 높이 평가하고 몽골의 자원개발에 앞다투어

자원 개발 진출은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잠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와 중국 등

재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주요국

외국기업들은 몽골의 대규모 광산들을 대거 발견

들에 비해 뒤늦게 몽골에 진출, 탐사권 및 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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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여 참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미한 상황이다. 연간 160억 달러 이상의 광물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

자원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장에서는 몽골이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광물자원 확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한 1990년대 이전까지 몽골에서 추진된 광

만큼 앞으로 몽골과의 광물자원 개발협력을 보다

물자원 개발사를 몇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다. 3장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1990년 3월 한·몽 수교 이후 21년여 동안 몽골

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에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정치·경제적인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몽골의 대외전략에서 광물

측면에서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자원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몽골 정부의 광물자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의 광물자원에 관한 전반적

원 개발정책 및 관련 법안을 조사·분석하고자

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진행되지 않

한다. 4장은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은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에 수행된 연구마저 대

진출전략’으로서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에 이미

부분은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에 관한 부분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 중국, 미

적인 조명에 그치고 있어 몽골 광물자원 현황과

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몽골 광물자원

개발정책 및 진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발 진출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비교 분석함으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

한국기업의 진출도 여러 가지 정보 제약 및 몽골

장에서는 ‘한·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에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하고자 한다. 본 장에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광물자원의 시급한 확보

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

가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본

국기업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격적인 연구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몽골 진출을 계획하고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몽골 광물자원개

있는 한국기업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발 분야의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외국 투자기업

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기초

들의 진출현황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여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

향후 한국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시 말

제시하고자 한다.

해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정부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몽골 광물자

정책, 각국의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다각적으로 분

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한국기업들이 몽골 현

석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기업

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

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해 고려해야 할 정책 및 방향을 크게 일곱 가지로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정부의 적극적인

요약집

연구자료

지원체계 구축, ②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
발의 연계, ③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④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
한 진출, ⑤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
구, ⑦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
사항 등이 그것이다. 상기의 각 정책에는 보다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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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원호 (2011. 12)
ISBN 978–89–322–2285–1 / A5 / 90면 / 비매

라질은 21세기 들어 정치·경제·사회

브

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선별하여 인도, 남아공과

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가 중

의 협의체인 IBSA를 창설하는가 하면, 러시아,

하나다.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는 브

인도, 중국과 더불어 신흥공업국 단위인 BRICs

라질은 최근 각종 사회지표에서 빈곤층 비율이

를 명실공히 회의체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무대에

줄고 중산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인가 하면 산업생

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브라질이 경

산과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1년 세계경제 순위

제규모의 급부상 속에서 국제 정세 및 통상 이슈

6위로 올라섰다.

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펴오고 있음

특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을 의미한다.

(2003~10년) 중 브라질은 외교 무대에서 두드

이 보고서는 이같이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부상을

러진 행보를 보였다. 즉, 브라질은 20세기 후반

배경으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파워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설 과정에서

외교’라고 칭하고, 이러한 파워외교의 본질을 분

보여준 지역 내 리더십을 넘어 남미국가연합

석함과 아울러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관

(UNASUR) 창설 등 남미 전역에서 주도권을 과

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

첫째, 브라질 학자들은 대체로 브라질의 외교정책

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발전 과정을 ‘등거리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협상에서 보여준 개도권 G20+에서의 역할 등 다

distancia)’로부터 ‘참여적 자주외교 (autonomia

자무대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por la participacion)’로, 그리고 ‘다변화 자주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설된 주요 20개국 회의

교(autonomia por la diversificacion)’로 변천해

체인 G20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전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제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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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두었다가 점차 참여 폭을 넓혀 갔고, 최근

과거 냉전시대 브라질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무

에 와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극화를 추

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했던 점에 안심하기보

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2003년 3월 미국의

다, 브라질이 추구하는 개도권에서의 역할의 본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들의 이해관계

질에 주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가치 공감대를 넓

가 엇갈리는 시기를 틈타 그해 9월 WTO 칸쿤 회

혀 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의에서 브라질이 인도, 중국과 G3그룹을 형성하고

둘째, 브라질은 통상정책 면에서 자신들이 국제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연간 3,000억

경쟁력을 갖고 있어 실익이 보장되는 바이오에너

달러가 넘는 농업보조금에 반대하는 개도국들을

지 및 농업시장 개방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오

규합해 G20+를 결성한 데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고 있다. 특히 PT 정권은 과거 1990년대와 같은

수 있다. 그 후 브라질은 국제 안보 및 통상 이슈에

국내시장 개방형 무역정책보다는 전략산업 육성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형 무역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브라질의 이 같은 파워외교 구사의 중기적인 목표

정부나 여당은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

국내 산업정책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함께 야당

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은 아프리카의 앙

과의 협상 및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골라, 우간다, 르완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남

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실리

아공, 유럽의 구유고슬라비아, 아시아의 캄보디

노선은 브라질의 통상정책이 비교우위이론에 기

아, 동티모르,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수

지에서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단으로 역할하며, 부분적으로 1990년대 시장개

브라질은 2004년 아이티 사태 때 UN 평화유지군

방 이전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

(MINUSTAH) 대표로 1,200명의 군대를 파병해

라서 브라질의 통상정책은 일부 산업 부문 및 품

단순한 평화유지를 뛰어넘는 국가건립(nation–

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building)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브라질이 실익이 보장되지 않은 미주자유무

브라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입

역지대(FTAA) 및 EU와의 FTA 협상에서 매우

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룰라 대통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WTO DDA 협상에서 강

령은 집권기 동안 한때 남·북한 동시방문을 추

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즉,

진하였고 브라질 외교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FTAA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관심 있는 부문, 즉

수사 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중립 입장을 취하고

농산물 분야의 시장 진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저

자 하였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집권이 현재

지 또는 무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임했다. 또한

처럼 계속되는 한, 브라질 정부는 국제안보 정책

EU와의 FTA 협상도 미국과의 FTAA 협상진전

면에서는 대미 독자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에 따라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WTO 협상

보인다. 또한 브라질이 북한의 제3의 교역국으로

에서는 농업수출국의 협상권을 주도해 가는 전략

부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었다. FTAA는 결국 2005년 Mar del Plata 미

요약집

R&D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

시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WTO DDA 협

을 개발함으로써 양국간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상에서 브라질의 주도권 행사와 성과가 주목되고

간다면 통상부문에서의 장애물도 점차 해소될 수

있다. 즉, 브라질은 WTO 협상이나 FTAA, EU

있을 것이다.

와의 협상에서 농산물 등 자국의 비교우위가 확

셋째, 브라질은 자국과 미국이 전 세계 에탄올 생

실한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확보되지 않는 경

산의 80%를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긴밀한 ‘에

우 소극적, 지연적, 소모적인 협상 전략을 사용하

탄올 외교’를 통해 2007년 3월 양국간 바이오 연

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안되더라도 서두르지 않

료 생산 기술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석유

고 장기전을 벌인다.

소비량을 줄이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우리나라는 브라질이 속해 있는 관세동맹인

확대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MERCOSUR와의 FTA를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오

‘에너지 안보 정책’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남미

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자유무역(free trade)

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석유

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자원을 무기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

견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제조업계가 한국과의

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FTA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브라

도 필요한 것이었다.

질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기

다른 한편,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

때문이다. 즉, 브라질은 자국 수출품의 시장접근

한 다른 국가에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 기술이

이 보장되지 않는 협상은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전을 추구함으로써, 안정된 공급망에 기초한 세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협상 전략’을 갖고 있다. 따

계 사탕수수 에탄올 시장의 형성을 시도하고, 자

라서 우리나라의 대MERCOSUR FTA 협상은 농

국의 사탕수수 기술 및 관련설비가 국제규범이

축산물 시장접근을 선결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

그러나 다른 한편, 브라질은 신산업정책을 펴는

이카, 파나마,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가나,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

모잠비크, 앙골라,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그

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필요시 WTO를 통한 대브

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호주, 인도, 중국, 베트남

라질 제소를 검토함과 아울러 좀더 전향적으로

등과 기술이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부문에서의 협력

의 적극적인 호응과 향후 사탕수수 에탄올의 점

을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적인 보급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현지 진출기업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직업

특히 사탕수수가 본래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재배

기술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인도, 타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

설립하거나, 양국간 산업협력기금을 활용한

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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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녹색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할

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을 겨냥

가능성도 있다.

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통상정책과 함께 포괄적으

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포

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브라질이 공산

괄적인 공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의

품 분야에서 대체로 수세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입장은 국제거시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예

에너지 및 농업 부문에서 브라질의 공세는 우리나

봉이 무디어지기도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라가 대응하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즉, 브라질중앙은행은 2011년 9월 22일 거꾸로

한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탄올 확보

헤알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27억 5천만 달러

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브라질

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9월

정부와 에탄올 산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상부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에서의 협력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으로부터 안전자산인 미 달러

수도 있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화로 탈출을 시도하자 헤알화가 다시 지난 2년간

고 보인다. 에탄올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은

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17% 하

에탄올 관련 R&D 센터 건립 지원이나, 관련 기술

락함으로써 인플레 충격을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

개발 협약 체결을 통한 기술교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이 ‘환율전쟁’을 내세우며 환율조

넷째, 브라질의 헤알화는 룰라 대통령 집권 이래

작국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시장

강세를 이어 왔다. 2003년 1월 환율은 달러당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한편, 브

3.53헤알이었고,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어 2기

라질의 이율배반적인 정책 운영에 대한 비판 입

집권 후인 2007년 4월에는 2.00헤알을 돌파했

장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브

다. 이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

라질의 환율전쟁 공세 입장이나 신산업정책은 모

된 이래 대체로 2.00헤알을 넘어서 2011년 말

두 브라질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

1.85헤알에 머물러 헤알화는 룰라 정부 집권 이

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배경에는 시장

래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 취임 첫 해까지 9년간

(market) 원칙과 국가(state)의 역할 강화라는

거의 두 배로 절상된 셈이다. 안정 성장을 이룩하

서로 상반된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려는 브라질에 헤알화의 절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에 브라질의 통화정책 역시 쉽게 일관성을 잃곤

높은 브라질 금리수준에 덧붙여 브라질 상품의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

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

성장을 배경으로 역내 정치 경제협력 및 다자외

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화폐의 절하를 조

교 강화, 전략국가와의 장기적 협력, 에너지 및

장하는 통화정책을 펴온 데 대해 이를 ‘환율전쟁

농산물 분야에서의 공세적 통상외교, 통화정책

(currency war)’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 왔다.

에 대한 공세적 외교 등 지금까지와 다른 개도권

브라질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기

대변형 파워외교를 전개시켜 가고 있다. 브라질

요약집

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는 점에서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는 대부분

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고

의 개도권,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려하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과 브라질

가치이지만 중견국가로 성장한 두 나라가 이 가

이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고 공

치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폭은 훨씬 크다. 우리나라

통적으로 외부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국

가 브라질의 파워외교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의 이익을 수호 및 추구해야 하는 중견국 입장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의

라는 기본 인식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에

다. 이는 상호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 여지를

서 출발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인적

확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자본 및 기술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연구자료

의 파워외교 구사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

또한 브라질 파워외교의 핵심은 남남협력으로 모
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 독자외교나
대개도권 외교, 대신흥경제권 외교 모두 남남협
력의 틀 속에서 생성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대상
은 세계 주요 지역별 거점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
반자관계 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중
국이 브라질의 이 같은 남남협력 파트너인가 하
는 점에는 의문이 많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
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 및 국제금융 이
슈에서 중국이 오히려 새로운 양극체제를 불러오
고 있는 G2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브라질
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
명하다. 대신 여러 면에서 한국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남협력의 기제를 전략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공간의 확대는 가치 공
유로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국제
안보, 국제통상, 국제금융 부문에서 공통된 가치
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이 모
든 면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대신 두 나라는 식민지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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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각국과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중

전략은 기술협력의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외교, 공동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연구, 개발협력 및 기술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

정도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펴보았으며, 협력의 형태에 따라 자원교류형, 거점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과학기술경쟁

확보형, 기반조사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력을 측정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본

다.분야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연구에서는 가능한 몇 가지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의

있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외교는 물론 다양

분야별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 공동연구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지표는 중남미 국가의 분야별 학/석/박사 배출

한국이 강점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하는 대

현황과 R&D 지출 비율, SCOPUS에 등재된 분야별

신, 농업 분야와 더불어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논문 출판 수,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등록된 분야별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

특허 취득현황 및 특허를 등록한 주요 기업의 업종,

우는 석유 부문과 함께 기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비교우위지수(RCA)

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긴

등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농업과

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콜

생물, 화학 관련 분야와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롬비아, 칠레와 페루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생물다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자와 컴퓨터 등 첨

양성 및 해양기술,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

단산업에서는 비교적 낮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

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관련 분야가 중남

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는 중남미 제

미 전체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임에 따라 한국과

1, 2의 국가로서 기계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비교적

의 농업기술과 생명과학 분야, 나아가 해양기술과

높은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남미 협력

관련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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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민주화와 대내외 정치역학

서정민·인남식 (2011. 12)
ISBN 978–89–322–2287–5 / A5 / 88면 / 비매

[아랍의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부족주의]

아랍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이슬람주의에는 큰 변

011년 초 튀니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

2

화가 일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통성 제고와 정책

랍권의 정치변동이 다른 아랍 국가들에도

실행에 간접적 혹은 이념적 지원세력이었던 친정

영향을 주고 있다. 이집트, 리비아, 예멘 정권이

부 이슬람세력(establishment)의 권위가 급격히

붕괴된 상황이며 시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반정부 이

적지 않은 정치변동을 겪고 있다.

슬람세력의 제도권 내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정

이 보고서는 아랍 지역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

권이 붕괴한 국가에서는 제헌의회 및 총선에서

치변동의 근원적 성격을 파악하여 향후 대(對)아랍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

과거의 폭력적인 투쟁을 최대한 지양하고 제도권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랍의 정치변동에는 아랍의

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신

국가정체성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슬람주의와 부

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아랍의 정치변동과 새로

족주의가 근본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운 정치구조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두 이념 혹은 전통은 일반 시민의 가치관과 세계

부족주의의 경우 각 국가의 권력체계 및 정치역

관,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

학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및 경제체제에 기반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슬람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에서는 지배 가문과 이에

주의와 부족주의가 현 정치변동의 과정과 향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족 및 가문이 정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미치는 문화 및 종교적 영향

적·경제적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

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아랍의 정세를 판단하는

부 국가에서는 부족주의가 중단기적으로 향후 새

분석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로운 정치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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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부족 내 최대 가문이 집권하는 일부 국

이제는 외교·개발을 우선하는 노선으로 전환한

가에서는 정치 및 경제 의사결정과정의 다원화가

다. 이는 UN 등과 같은 다자주의의 강화로 연결

추진되어 부족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반된

되며 새로운 중동정책의 단초를 제공한다.

현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아랍 전략
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우선 문화적 교류를 포함
하는 한 새로운 아랍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다양
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구도의 정치경제
의사결정구조가 등장하는 현 상황에서 이슬람과
부족주의라는 문화적 변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와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 아랍 민주화 운동과 미국의대중동정책 변화
연구］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은 미국의 대중동정책
과 관련하여 분기점이 되었다. 기존의 부시행정
부는 부시독트린에 따라 도덕적 절대주의, 패권
적 일방주의, 공세적 현실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
중동정책을 투사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테러와
의 전쟁 및 민주화 구상이라는 틀로 나타났다. 그
러나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과 반미 정서 증폭으로 인
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미국의
대중동정책 레버리지는 점차 약화되어 온 것이
다. 아랍의 봄은 피로도가 높아진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만들었다. 오바마 행
정부의 노선도 전임정부와는 달랐지만, 결정적
으로 아랍 민주화의 조류는 미국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시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나타낸다. 즉 상대
주의 인식론에 기반하여 새로운 고립주의 노선을
선호하고, 기존의 국방력 우선의 대외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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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이희수 (2011. 12)
ISBN 978–89–322–2288–2 / A5 / 76면 / 비매

동안 중동은 한국의 석유 및 건설 관련

그

연구나 한국학 비교 랩(Lab) 운영 등을 통해 어

교역 대상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떤 서구사회보다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깊이 있

이제는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해야

게 교류해온 중동·한국 관계를 체계화하고, 기

할 시점이다. 이는 문화적 접근과 진정한 상호이

초자료로서 귀중한 문헌들을 정리하는 것은 큰

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중동 전역에서는 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중동의 젊

국어 배우기나 한류 열풍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

은 연구자들에게 한국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중동을 문화적 파트너로

불러일으켜 미래의 친한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

인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폭제가 될 수도 있다.

중동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연, 이벤트,

중동학자들이 아랍어, 페르시아어, 오스만어(고

스포츠, 홍보성 문화교류가 필요하다. 나아가 한

대 터키어) 등으로 집필한 각종 지리서, 역사서,

국 고전의 번역과 현대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세

백과사전, 여행기 등에서 신라는 물론 고려에 대

계에 소개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동

한 진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 초기까지

전역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한국학 관련 사료

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도 중동 전역 고문

를 현지 석학들과 함께 발굴하여 탄탄한 한국학

서 도서관 등에 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한국학에 대한 소장학자

특히 이란의 고대 언어학자 다르유시 아크바르자

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

데(Daryoush Akbarzadeh)교수의 최근 학계 보

지역의 문화 공통분모가 되는 상호역사와 문화에

고에 따르면 페르시아어로 된 32권에 달하는 신

대한 공동의 관심과 연구는 매우 효율적인 문화

라 관련 사료 목록이 새로 분류되었다. 신라에 관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 간의 공동

한 엄청난 양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란 전통 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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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쿠쉬나메(Kushnāmeh)’도 발견되었다. 이처

장 학자 양성으로 친한적 지적 네트워크 구축에

럼 이집트, 터키, 이란, 튀니지 등 중동 국가들의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카이브, 국립도서관, 고서도서관 등에는 고대
문헌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해방 전
후, 한국전쟁 시기에 이르는 한국 관련 문학작품,
여행기, 문화 소개 글, 역사서 등이 의외로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귀중한 사료 발굴과 분
석· 정리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와 분석에서는 중동과 신
라·고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이슬람권 사료는 전체 중 극
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보존된 자료를
분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욱 풍부한
한반도 관련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주로 신라
관련 자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아랍권 박물관
과 도서관(이집트의 National Library&Archives,
튀니지의 National Bibliography, 이란의 National
Museum Archive와 National Library, 이라크의
National Library 등), 특히 이스탄불 소재의 오스
만 터키 고문서국(Osmanli Arshiv), 슐레이마니예
도서관(Sulaymaniye Kutuphanesi), 토프카프 왕
궁 박물관(Topikapi Musesi) 문서국 등에는 조선
중기와 후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관한 자료가 상
당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더욱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DB) 작업과 문헌 소개가 필요하다. 이처럼 잠재
되어 있는 소중한 지적 보고는 우리에게 시급한
중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탄탄한 문화적·지적
하부구조를 형성해 줄 것이다. 또한 향후 두 문화
권 전공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와 교류를 통해 한
국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중동지역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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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방안 연구

허재준·염지환·김봉훈·이건준·김상식·변정민·Ahmad Ishaque (2011. 12)
ISBN 978–89–322–2289–9 / A5 / 226면 / 비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
령화·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
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
지를 높임으로써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
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실태를 파악
하고 양국의 인력교류 활성화방안과 경제협력 증
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간 직장, 체
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의 인력진출환
경을 평가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R&D 센터 설
립 등 양국 인력채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간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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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정우현·한동훈·추장민·Cristian Rossi ·Gamaliel Zambrano·
Oscar Maldonado·Klasu Littow·Carmen Ortiz (2011. 12)
ISBN 978–89–322–2290–5 / A5 / 166면 / 비매

310 l

테말라의 고형폐기물 문제는 빠른 인구

과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폐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최근 점점 심각해

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시

져 가는 각종 도시환경문제 중 하나다. 과테말라

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의 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이 최근 8년 사이 3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원에너지회수에

로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수거

초점을 두어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수거·관리

및 관리 체계는 크게 미흡하며, 폐기물로부터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개선점과 협력방안을 모색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지

하였다. 연구는 국가 전체의 현황, 대도시 사례로

않다. 전국 고형폐기물의 약 30%만이 공영 또는

서 과테말라시티, 농촌소도시 사례로서 산사레

민간업체에 의해 수거되어 처리되고, 나머지는

지역을 각각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테말

무단소각, 무단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각

라 폐기물 수거·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과

종 환경 및 보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 분야에 있어 한·과테말라 녹색협력에 대

폐기물의 처리는 매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에너지회수에

으며, 더욱이 매립지의 관리도 매우 미흡하여 대

초점을 둔 과테말라의 폐기물 수거·관리체계에

부분이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비위생

대한 제언으로 (1)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에

단순매립지다. 자원·에너지회수의 기반이 되는

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2) 수거서비스 확

유기성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의 분리·선별도 체

대·강화 및 무단투기 등의 억제를 통한 수거율

계화되어 있지 않아, 모두 뒤섞여 매립지로 향하

제고, (3)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축산

리·선별 체계화, (4) 최종·처리시설의 현대화

분뇨 등의 유기성폐기물도 그 자원에너지회수의

와 자원화·에너지화 시설에의 투자의 네 가지가

요약집

연구자료

도출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우리의 자원순환
정책, 종량제 등 정책 사례를 전파하거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립지 관리, 사
용 종료 후 매립지 이용, 재활용품의 선별 등에
관한 기술협력 및 개발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협
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의 폐기물
분야는 현재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
니라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빠른 속도로 갖추
어져 가고 있어, 아직 관리체계가 확립되기 전이
고 투자의 필요성도 큰 지금이 협력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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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튀니지·리비아를
중심으로

홍현표·장홍석·한덕훈·안재현 (2011. 12)
ISBN 978–89–322–2291–2 / A5 / 174면 / 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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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UN과 OECD/

세

이에 본 연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산

DAC 등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

업 및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 관한 기초 연구를

(MDGs)의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통해 대(對)중동 및 북아프리카 수산업 및 기타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수산 관련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

OECD/DAC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

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구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있

연구대상지역의 빈곤 관련 지표는 일부 산유국을

다. 한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정치·경

제외하고는 동남아권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

제·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

었다.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빈곤하

으며, 우리나라는 이 지역들로부터 원유 에너지

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있

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사회

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공급산업인 수산업의 기

의 요구, 연구대상지역과 우리의 관계를 고려할

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들의 수산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생산량은

여기에 이 지역들의 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생산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성장이 빠르고, 수산물이

량, 공급량,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요 단백질 원천이며, 이는 종교적

반면에 수산인프라의 부족과 잡는어업 중심의 후

인 이유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

할 때,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수산분야 노하우를

한 경제협력 SWOT 분석, 기존 수산분야 협력(민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협력을 통해 이 지역 국가

간 포함), 빈곤화 정도, 한국의 ODA 원조 현황,

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재스민 혁

요약집

이남 아프리카 정도의 최빈곤지역이 아니라는

선협력상대국을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로 선정

점, 둘째, 다른 경제협력국가(특히 ODA 공여국)

하였다.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현황,

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협력성향, 셋째, 우리나라

ODA 원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수산분야의 경우, 생산규모는 알제리가 가장 컸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전

지만, 생산의 질적인 면에서는 튀니지가 3개국

략으로 첫째, 해당 지역의 현 정치상황(아랍의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리비아의 경우는 생산

봄)을 고려한 경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

규모와 생산성 모두 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둘째, 해당 지역은 EU에 접근하기 쉬운 시장

특히 이 3개국은 수산물 산지 인프라, 생산수단

이므로 우리 수산분야의 EU 수출을 고려한 우회

(어선, 어구), 양식산업의 발전 정도 등에서 매우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이

낙후된 면모를 보이면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

지역들에 대한 수산분야의 ODA는 해당 국가들

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수산분야가 비약적으로

의 수산업 수준으로 고려하여 수직적 통합관리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스템이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역과의 수산협력

이 국가들에 대한 세계 각국의 ODA 현황을 보

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적 개발을 통한 수혜국

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과거 식

의 자발적 역량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민통치국가들과 밀접한 경제협력을 갖고 있었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수산협력을 위해 수산

다. 튀니지와 알제리는 주로 프랑스였으며, 리비

전문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아는 이탈리아였다. 둘째, 이 국가들로부터 원유

이러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제안 가

를 수입하는 선진국과의 밀접한 경제협력관계가

능한 사업유형을 보면, 수직적 통합관리에 기반

나타나고 있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독일을 예

을 둔 양식산업, 어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로 들 수 있다. 반면 수산분야와 관련한 ODA는

산지의 인프라 강화사업, 해당 지역의 국가재건

일반 ODA와 달리 특정 공여국에 의해 과점되고

사업과 연관한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스페인, 노르웨

이 연구는 목적에 따라서 북아프리카·중동 지역

이,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과의 수산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

도 튀니지와 알제리에 수산 ODA를 시작했다.

하였다.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해당 지역의 전 국

이와 같은 해당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해 볼 때 북

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의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을 선정하였다. 이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지역들

반적으로 인도주의, 상호주의, 실용주의라는 기

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료

명 이후의 국가 재건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우

준으로 ODA의 협력방향이 설정되는데, 이 지역
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지역들이 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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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박지형·황보희·성현곤·Herbert G. Fabian·Varameth Vichiensan (2011. 12)
ISBN 978–89–322–2292–9 / A5 / 208면 / 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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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통중심개발(TOD)은 미국과 같은 저

대

의 도시들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과정을 단시간 내

밀도의 도시확산으로 과도한 승용차의

에 동시에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미국등 북

의존이 심각한 도시에서 도시개발과 교통과의 밀

미 대도시권은 저밀도의 광범위한 도로망 체계를

접한 연계를 통해 교통혼잡의 해소, 화석연료 사

갖춤에 따른 승용차 의존도의 과도함에 의한 문제

용의 저감, 대기오염의 저감 등 다양한 도시문제

로 인식되지만 아시아 대도시권은 중고밀의 도시

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에서 출발했

형태를 지니면서, 승용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

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계획기법은 최근 아시아

우 적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발달한다는

지역에서도 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는 아시아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개

대도시권에서 발생한 최근의 문제가 서구의 저밀

발도상국들의 대도시권 공간구조는 주로 단핵집중

도 도시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겪

형 공간구조를 가진 것에 반해 서구의 대도시권은

으면서도 그 심각성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분산화된 구조 또는 다수의 다핵형 공간구조를 지

인식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닌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즉 아시아 대도시권

그러나 아시아 대도시권은 미국 등과 같은 서구 대

의 심각한 교통문제는 집중화된 단핵 중심의 공간

도시권과 비교하면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개발

구조와 불충분한 교통 기반시설로 인해 승용차 의

패턴, 교통체계와 통행패턴이 다르다고 볼 수 있

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과

다. 즉 서구의 대도시권 도시확산과 교통체계 발달

그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다.

의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서서히 변화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주요 대도시

되어 온 특징이 있지만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의

권을 대상으로 TOD의 통행행태 변화 효과와 이에

대도시권은 1960년대 이후부터 매우 빠르게 서구

따른 편익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대

요약집

좁고 협소한 가로망의 지표인 4지교차로 밀도를

접근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

증가시켰을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했으며, 이들 조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에서

합에 대한 시나리오도 추가하여 분석에 포함해 그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교통과 환경, 에너지 문제에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TOD의 계획요소

대한 심각성을 지닌 한국의 서울 대도시권, 태국의

중 도시개발밀도와 토지이용 복합도 중에서는 도

방콕 대도시권, 필리핀의 마닐라 대도시권을 분석

시개발밀도가 복합적 토지이용 지표보다 높은 편

대상으로 설정하고 TOD의 실증효과를 종합적으

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 판단하였다.

방콕 대도시권에 대한 분석은 분석자료의 구득성

본 연구결과는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TOD

에 기초하여 TOD의 계획요소에 의한 통행패턴,

의 통행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가 다소 복잡하

즉 통행수단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통행거리

수행하였다. 방콕 대도시권의 분석결과는 TOD가

와 통행발생빈도를 대변하는 내부와 외부 통행발

중요한 정책적 실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생 확률모형에서는 TOD 계획에 의해 외부로의 통

서도 TOD의 다양한 계획요소 중에서 밀도와 접근

행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행수단선택에

성이 매우 중요한 계획요소임을 실증하고 있다는

서는 승용차의 통행을 증가시키는 계획요소와 그

점에서 서울 대도시권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다.

반대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획요소가 있음을 알 수

예를 들어 이 분석결과는 서울 대도시권과 달리 밀

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를 증가시킬 경우 내부통

도, 고용접근성, CBD까지의 도심 통행시간만 대

행 발생확률은 감소하지만 외부로 발생하는 통행

중교통수단분담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에서 승용차의 의존도는 모든 통행목적에서 감소

다. 반면에 승용차 수단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계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반대로 주거와 비주거의 복

획요소는 인구밀도와 고용접근성, 고용중심지까

합도 지표는 내부통행을 증가시키는 계획요소로

지의 통행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

보여주지만 외부로 발생하는 통행에서 승용차의

와 고용접근성이 높을 경우에는 승용차의 수단분

의존도가 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담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측면에서 본 분석결과는 TOD 계획요소의 정책적

TOD의 계획요소가 통행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적용은 이들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닐라 대도시권에 대한 분석은 철도역을 중심으

또한 서울 대도시권에 대해 TOD의 종합적 편익을

로 개발이 진행되었을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자수

추정하기 위해 주택 12만 가구의 공간적 배치 시나

가 증가함에 따라 공로상의 TOD의 종합적 편익이

리오에 따라 교통, 에너지, 환경 편익이 어떻게 차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

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나리오는 12

하였다. 분석결과, TOD의 종합적 연간 편익이

만 가구에 대해 인구밀도만 증가시켰을 경우, 복합

1km 영향권 내 수단분담률을 조정하는 것보다

도인 주거·비주거 복합비율을 조정시켰을 경우,

2km 영향권 내 수단분담률을 조정할 경우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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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닐라 대
도시권에서는 실제 TOD의 통행행태 또는 패턴의
변화를 통한 실증분석이 아니라 변화효과가 역세
권 내에서는 5%의 대중교통 이용자수를 증가시킨
다는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TOD의 종합적 편
익에 대한 효과에 대해 어떠한 TOD 계획요소가 중
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닐라 대도시권
의 분석결과는 TOD의 계획요소 중에서 대중교통,
특히 접근성의 향상이 교통, 에너지, 환경의 편익
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TOD 계획이 통행행태의 변화를 유도하
고, 이를 통해 교통, 에너지, 환경 측면의 종합적
편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
러나 이러한 계획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하
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비
록 본 연구가 TOD의 실현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만, 제도적 여건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반
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개발
과 교통시설 계획과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제도
적 여건을 검토하고 TOD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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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오삼교·이남섭·최윤국·홍욱헌 (2011. 12)
ISBN 978–89–322–2293–6 / A5 / 284면 / 비매

업의 사회적 공헌(CSR：Corporate Social

기

출이 가장 활발한 멕시코, 브라질, 페루, 과테말

Responsibility) 활동은 단순한 자선활

라와 파나마를 대상으로, 모두 34개 한국기업을

동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요체로 새로이

현지 방문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주목받고 있다. 기업 경영에 CSR을 도입함으로

자료 분석 결과 CSR 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수행

써 기업은 자원 활용의 효율화와 내부적 투명성

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의 약 30%로 대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종업원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들이

의 인권 존중과 원활한 노사 관계 및 공급망 관리

었다.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

를 통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킬 뿐

업들은 대부분 CSR 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

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하였다. 또 소비재 생산 대기업이나 지역사회와

해외 진출 기업의 CSR 활동은 현지국에서의 기

갈등 소지가 많은 자원개발 회사들의 활동은 활

업 이미지를 높여 시장 개발 및 매출 확대에 긍정

발한 반면, 중간재 생산업체나 무역업체같이 소

적으로 기여하며, 현지국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비자 이미지가 약한 기업들은 CSR 활동이 거의

미연에 예방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없었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기업 브랜드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CSR 활동을

이 연구는 이러한 CSR의 다양한 효과와 필요를

수행하고 있으나 CSR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

염두에 두고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사회

화 및 성장 전략과는 무관하게 자선활동적 시각

적 공헌 활동 제고를 위하여 중남미 진출 한국기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기업들이 CSR

업들의 CSR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구조를

선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기업의 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활동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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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임기응
변적 성격이 강하였다. 활동 내용은 주로 빈곤층
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 기회 제공, 재해
구호, 고아원 방문, 지역 사회 단체에 대한 컴퓨
터 같은 시설 지원 등으로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CSR
활동은 단순한 자선봉사를 주로 하는 초보적 단
계나 기업활동의 리스크 관리를 주로 하는 대응
적 CSR 단계에 머물러 있다.
CSR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만하고 비계획적 CSR 활동을 탈피하
여, 기업의 핵심역량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성과
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소극적
인 ‛대응적 CSR’을 넘어 기업의 발전전략 및 지역
사회의 발전과 결합된 ‛전략적 CSR’ 단계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의 필요를 고려하여 기업
의 CSR 활동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결합되도록
하고, 주민단체나 NGO들을 참여시켜 보다 효과
적인 CSR 활동 전개를 위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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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김창민·주종택·최진숙·강정원 (2011. 12)
ISBN 978–89–322–2294–3 / A5 / 168면 / 비매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

이

있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에서 중

류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을 대상

남미인들의 이주가 갖는 성격과 의미, 영향을 명

으로 2011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설문조사와

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이주의 역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

사·과정과 이주자가 사회에 적응할 때 경제적

반적이고 심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는

그 결과를 토대로 중남미 이주민들과 인적 연결

점을 밝히고 있다. 제4장 ‘국내 체류 중남미 전문

망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안과

직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은 중남미 출신 전문

한국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직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다루고 있다. 전문직 이

제도 수립 및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주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주로

이 연구는 결론까지 포함하여 모두 6장으로 구성

통계조사에 의존하면서 모호한 사회문화적 적응

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남미

의 개념을 적용했던 것을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

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서는 질적 연구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직 이주자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

의 구체적 경험에 주목하였다. 국내 중남미 전문

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를 연도별로 검토·분

직 이주자들은 직종·지역에 따라 사회적 연계망

석했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인들의 현황을 다각

형성 및 문화적 적응을 할 때 다양한 전략적 선택

도로 분석하여 이주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 ‘체류자격에 따른

토하였다. 제3장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분석’은 체류자격에 따

과 사회문화 관계’는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

른 이주연결망 형성과 활용 및 체류 경험을 분석

역사와 정착과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갖고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남미인들은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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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고 있
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주를 준비하고 입국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또한 중남미
인들의 이주는 개인 단위의 생존전략이라기보다
는 가족 단위의 생계전략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출신 국가와 체류 지역 및 자
격을 포괄하는 국내 중남미 이주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주자의 특징, 이주의 계기와 과정은 물론,
한국 적응 실태와 전략, 한국에서의 사회문화 관
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에 체류하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향후 거취
및 진로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남미 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도 있어서 수
의 증가를 도모하기보다는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
는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중남미 이주민이 입국,
정착, 체류, 귀환 등 이주의 전 단계를 보다 긍정
적으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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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연구자료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2011. 12)
ISBN 978–89–322–2295–0 / A5 / 572면 / 비매

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2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

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

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

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

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

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

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

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

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

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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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

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

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

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

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

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

수 있도록 한다.

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

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

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

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

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

제공하고자 한다.

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
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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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와 방법

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

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

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

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

전석유주권(plena soberan&iacute;a petrolera)

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

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

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

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

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

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

요약집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

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

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

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

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

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

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연구자료

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

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

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

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

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

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

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

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

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

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

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

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

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

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

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

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

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

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

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

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

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

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

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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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

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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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

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

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

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

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

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

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

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

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

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

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

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Electricidad y Energ&iacute;a)로 분리하여 비재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

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

(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요약집

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

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

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

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

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

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

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연구자료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
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

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

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

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

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

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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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2011. 12)
ISBN 978–89–322–2296–7 / A5 / 238면 / 비매

326 l

난 세기 동안 중남미는 폭발적인 인구증

지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서 향후 일어날 인구 변천

가를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및 고

을 설명하였다.

령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의 증가세가 둔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인구

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학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인구 데

가져올 뿐 아니라 중남미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

이터들이 소개되었고,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

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중남미의 관계에도 영향

력 변동의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또한 중남미 주

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남미의 인구

요 국가들의 인구 현황, 출산력 및 사망력의 변화

변동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

추이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 또한 가늠하였다.

은 매우 중요하다.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본 연구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고찰하는 것을 그

점은 비단 출산율과 사망률만은 아니다. 이 지역

목적으로 하며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의 인구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또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주제 및 방법을 설명한다.

다른 요소는 중남미 역내 및 역외 이민이다. 멕시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을 개괄하고

코와 중미의 국가들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험

그동안 중남미 인구가 변천해온 과정을 역사적으

했던 출산율의 증가가 역외이민을 통해 해소된

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식민시대부터 현재까

경험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지 중남미가 겪었던 대표적인 인구변동의 시기들

일찍이 시작된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인구의 고

을 점검하고 이들 변동이 중남미에 끼친 영향을

령화가 페루, 볼리비아 등지로부터의 이주를 통

분석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인구대국인 브라질,

해 극복된 예가 있다. 나아가 중남미의 저출산 기

멕시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인구 현황을

조가 유지되어 중남미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된다

요약집

연구자료

면 중남미로부터의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노동력
을 공급받아왔던 미국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
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이렇듯
중남미 인구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이민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역
내·외 이민을 주요 이민 대상국에 따라 분류하
여 분석하였고, 다시 중남미의 주요국들에서 일
어나는 이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중남미 사회에
끼친 영향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즉 이 장에서는 제2·3·4장에 걸쳐 살펴본 중남
미 인구변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인구
의 고령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중남미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
구에서 분석한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한국사회에
갖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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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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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브라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부각

최

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는 다층적인 구조를 지니

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재계를

고 있다. ‘연합형 대통령제(presidencialismo de

망라하여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coaliz&atilde;o)’의 출현으로 브라질 대통령은

경주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 브라질 외교정책

의회와의 협조를 위해 다양한 정당들과 연합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

형성하고 있다. 셋째, 현 정부의 연방정부, 주정

려는 우리 기업의 현지전략수립에 있어 브라질

부와 지방정부의 조직구조와 기능의 변화추이를

정부조직 구성과 그 담당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

조사했다.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 절대빈곤 퇴

석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필요

치, 성장촉진프로그램(PAC)은 국가적 차원에서

성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연방과 지방정부 조직구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지방정부와

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정부 간 관계(IGR) 분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마찰이 예상되는 대

을 통해 한국의 대 브라질 관계에 필요한 정책적

표적인 예이다.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브라질 정부조직과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

첫째, 중앙집권적 연방제에서 분권적 연방제로

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인 분권화,

제도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조사했다. 둘째, 정

한국기업들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부 간 관계(IGR)에서 브라질의 연방정부와 주정

와 입찰방법,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부, 시정부로 대변되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밝

인프라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서 주정부와

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를 채택하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살필 수 있다. 브라질은

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 간 관계는 연방정부와 주

주정부와 시정부의 재정분권이 비교적 잘 이루어

정부의 관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주정

져 있어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

요약집

연구자료

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균형은 중앙
정부가 입법한 재정책임법에 큰 영향을 받은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원
의 분배와 징수로 자체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하
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 확보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주정부와 시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행사되는 것도 자치권 확보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시
작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중앙정부의 행정권
이 강한 한국 지자체 운영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l 329

1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2011. 12)
ISBN 978–89–322–2298–1 / A5 / 194면 / 비매

330 l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본

오일샌드의 개발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자원외

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

교에서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로

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미국계 석유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물러나고 대신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

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베네수엘라는

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샌드에 대한 미래 한국

오리노코 오일샌드 지역에서 하루 200만 배럴이

의 접근은 초기부터 많은 장애요소들을 가지고

넘는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는 제

물론 가장 중요한 진출방안은 현존하는 다양한

도적 틀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의 정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다. 하지만 돌

치화—자원민족주의 강화—는 쉽게 간과할 수 없

파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는 커다란 장벽이다.

국내에서는 좌파정부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팽

하지만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에

배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보

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되

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의 주요 외교정책

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

의 하나는 반미 외교정책이다. 하지만 차베스 정

개발 투자와 관련된 국가석유개발계획(2005~30

부의 이러한 반미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년)인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

이란, 이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

발, 가스 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적으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여타 다른 국가들에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 추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진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요약집

은 물론, 이를 통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

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자원 빈국인 한국이 중동

개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오는

국가들에 집중되었던 수입처의 다변화를 시도하

것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과

며 자국의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제유가의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베네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

엘라 국내적 사정과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고려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족

해볼 때 기술 및 외교적 접근을 통한 베네수엘라

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

오일샌드 부문 진출은 한국의 자원안보 강화와

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되는 수

외교 관계 다양화를 위해 유용한 대안이자 새로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우

운 기회다.

수한 인프라 개발 기술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

셋째, 환경적으로 환경안보의 문제다. 특정 지역

인 진출 방안(Action Plan)의 모색이 중요하다.

에서 장기적인 원유 생산은 원유와 관련된 다양

따라서 본 연구는 협상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베

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

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 방안을 다양한 층

은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과 장기

위에서 예를 들어 단기·중기·장기적 관점과 정

적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를 들 수 있다.

부·민간 수준의 실질 진출 방안들을 제시했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특히 SWOT 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악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대한 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한국이 현재의 부족

대 위험요인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기준을

한 투자 자금과 기술로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

발에 뛰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

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이 리드하고

다. 하지만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자

있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녹색기술 및 에코이

원개발 연구들이 제시한 ‘패키지 진출 방안’을 수

노베이션 분야는 충분히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용하면 협상의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경험과 친환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개발

경적 개발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중요한 역할을

관련 정책 변화에서 확인된다.

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출 기회는 베네수엘라 에

는 슬로건하에 사회복지(건강, 의료, 주택, 교육,

너지 개발의 다변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

반곤 해결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날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는 수출국

국내 차원의 복지 증대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베

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에 미국에 집중

네수엘라는 시급히 석유 수출을 늘려 오일달러를

되어 있던 에너지 자원의 수출 경로를 다변화함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으로써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윤

장기적 에너지 개발정책은 이러한 오일달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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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부분과 타 산업
부분을 동시에 유기적이고 생산적으로 연결하고
자 한다. 특히 이슈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
하면 베네수엘라는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상류 부분뿐만 아니라 하류 부분의 발
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늘어나는
재정과 석유개발 산업과 관련 인프라 개발 등 다각
도의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한국의 제한된 자본과
부족한 기술로 현 시점에서 오일샌드 개발에 참
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중단기적으로는 석유 하류 부분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다는 방안에 도달했
다. 정제, 수송, 및 판매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 부
분은 한국이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접근 방법으로도 정부의 역할과 민
간의 역할을 구분했다. 즉 정부는 장기적이고 개
발협력에 가까운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민간은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향후 오일
샌드 개발 사업 진출과 연관된 분야와 주택, 도
로, 항만 등 사회건설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을 실질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급하게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고려해야 하는 접근 전략은 중남미
최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와 차별적 협력관계
를 추진하는 것이며, 접근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의 공유, 구체적인 자원 인프라 협력 강
화 방안 모색, 외교를 포함하는 인사교류의 강화
및 사회문화적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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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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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프리카(Middle East & North

중

고서는 MENA 지역의 민주화 사태가 향후 한국

Africa, 이하 MENA)는 세계 에너지의

의 정치, 경제, 외교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주요 공급원이자 한국 경제와도 중요한 이해관계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를 갖는 전략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11년

주목적이 있다.

1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

본 보고서에서는 ① 2011년 반정부 민주화 시위

스민 혁명이 이집트를 넘어 리비아로 확산되면서

에 따른 정정불안의 유·무, ② 한국과 정치 및

MENA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었다. 이집트 정권

경제적 교류가 높은 국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바

붕괴 및 리비아 내전 사태와 같은 정세 불안이 확

탕으로 총 16개 국가를 선정, 조사 대상국으로

대되면서 역내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정치·경

삼았다. 16개 국가에는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알제리, 이란, 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바레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역내 불확실성의 확대는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국제 유가 급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회복에

이라크, 예멘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경쟁력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고 불리는 민주혁명

지수, 국가별 부패지수, Global Peace Index 등

으로 인해 MENA 지역의 정치 및 경제 체제는

과 각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비즈니스 환경 변

2010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 이

수를 바탕으로 유형–I(안정형), 유형–II(과도

러한 MENA 지역의 정세변화는 이 지역에 대한

기), 유형–III(불안정형) 국가로 유형화했다. 유

경제 및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정부와 기

형–I은 정치, 사회, 경제, 비즈니스 환경이 모두

업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

안정된 국가로 카타르와 UAE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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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II는 정치 및 사회 혹은 경제 및 비즈니스

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국익을 위한

환경이 다소 불안정한 과도기적 성격의 국가로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

튀니지,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

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가 포함되었다. 유형–III은 정치, 사회, 경제,

MENA 지역의 틈새시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

비즈니스 모든 부문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

국가로 리비아, 시리아, 모로코, 알제리, 요르단,

본은 정치적으로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경

이라크, 이란, 이집트, 예멘 등이 분류되었다.

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정책을 구

유형–I, II, III을 비교해 보면 정치적인 면에서

사하고 있다.

는 유형–I에서 유형–III으로 갈수록 집권기간의

한국도 MENA 지역과 호혜적인 경협과 동반자

장기화로 국민들의 부패인식 지수도 높아지는 것

관계 구축을 통한 에너지 자원 확보, 국가 이미지

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걸프지역 산유

제고, 국제적 공조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

국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비산유국은 상대

다. 외교 부문에서는 인사교류 및 경협 여건을 조

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 실업률은

성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진출, 원

유형–I에서 유형–III인 국가로 갈수록 높아지는

유의 안정적 수급, 건설 및 플랜트 수주에 역점을

모습을 보였다. 민주화 혁명의 촉매제 역할을 한

두고 있다. 그러나 MENA 지역의 민주혁명과 정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 사용도 유형–III인 국가

정불안 및 정권교체 등 다양한 변화의 양상은 우

에서 빠르게 퍼져나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리의 대MENA 지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

MENA 지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

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 본

까지 정치적 불안정기를 겪은 후 1970년대부터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5개의 큰 정책 대안을 제

2010년까지 40여 년간 큰 변화가 없는 권위주의

시하고자 한다.

적 안정기를 거치고 최근 민주혁명이라는 세 번

첫째, 한국은 G20 회원국으로서 MENA 지역의

째 큰 파동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

민주화 혁명 이후 민주주의 확립과 안정적인 재

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현재 MENA 지역

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

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접

와 같이 일회적, 단편적, 도구적인 경제이익 극대

근하고 있다. 미국은 석유자원 확보 및 이스라엘

화 전략으로는 변화된 MENA 국가와 안정적, 지

안보, 민주주의 확대를 목표로 일부 국가들과

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FTA를 추진하고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이

방위 외교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

MENA 지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한 유럽은 정치

요하다. 셋째, 우리의 일방적 이익보다는 상호 호

적, 경제적, 외교적 안정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혜를 강조하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급과 경제 협력 강

서 한국과 MENA 지역 국가 간의 상호 보완성을

화를 위해 ODA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경제협력관계 강화 방안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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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MENA 지역
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보편성보다는 다양성에
부합하는 맥락적(contextual)이고 개별국가적
(disaggregate) 특수성 분석을 통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지역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MENA 지역에
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
세력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이 과거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MENA 지역은 각 국가의 유형별 특
성과는 별개로 공통적으로 이슬람권의 정치 세력
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세력과의 연
계망 구축 노력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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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태양광발전,

중

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하여 천

국가 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러

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

한 관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

다.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

역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

지 산업 투자 및 발전 정도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지고 있고,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종종 발

그러나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이

표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

서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위하

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

에너지원의 개발 필요성을 자각하고 신재생에너

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

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상황이다.

역국가들은 튀니지에서 촉발된 시민혁명 운동의

특히, 최근 인구 성장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중동

확산, 내부 종족간의 갈등 및 서방국가들과의 대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

립 등으로 인하여 높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

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국가인 사우

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

디아라비아, UAE 등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개발

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경우

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동 및 북아

가 많아, 일반적인 투자 리스크가 높은 편이어서

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급속히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모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로코, 요르단, 알제리를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

지역국가들의 투자가 당초의 계획보다 지체될 위

요약집

연구자료

험도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
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공적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
의 주도적인 통상외교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
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
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와 전문성
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
인 홍보 노력과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정
부, 국영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의 전략
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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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이충열·이영수·제상영 (2011. 12)
ISBN 978–89–322–2301–8 / A5 / 280면 / 비매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

본

영국,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슬람금

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방향과 전략

융 현황 및 제도와 그 발전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현황에 기초하

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여 우리나라 이슬람금융의 활용 방안 및 활성화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슬람금융을 국내에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여야 할 각종 정책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금융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전통적인 금융

이론적인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 등에 기초하여

이론을 설명하고, 현실에서 제공되는 각종 금융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상품이 이슬람금융에서는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

본 연구는 국내 이슬람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연

가를 설명하였다. 이때, 은행, 증권과 펀드, 보

구서로서 향후 연구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험, 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서비스를 이슬람금융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나

이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각각 구분하여 종합적으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로 설명하였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최근 이슬람금융의 전반적인 추세를 은행, 증권
과 펀드, 단기금융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
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며, GCC 국가나 이란 등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 및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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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김정숙·김양주·임기대 (2011. 12)
ISBN 978–89–322–2302–5 / A5 / 280면 / 비매

연구의 대상지역은 최근 튀니지, 이집

이

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 기획과 지속적으로

트,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전

충돌하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북아프리지역, 그중

이 연구는 정체성, 언어, 문화적 측면은 물론, 이

에서도 부족 간의 갈등 양상이 잠재하고 있는 모

분법적 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아랍인과 베르베르

로코와 알제리의 ‘마그레브’지역이다. 이 두 지역

인 간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역사와 현재의 양상

이 ‘마그레브’라 불리는 이유는 역사적 경험과 기

을 점검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억, 문화적 정체성이 같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다양한 텍스트 연구 이외에도 현지 연

연구 대상지역인 모로코와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

구, 즉 필드워크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베르베르

민 지배를 받았고 북아프리카 최대 토착민인 베

문화권인 알제리의 카빌리·오레스·음자브지

르베르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역, 모로코의 리프지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면

베르베르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로 개종한 무슬

서 연구 조사하였다.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다양

림으로 아랍·이슬람 세계의 일원이지만 자신들

한 특징은 물론 국가 내에서의 위상 등을 살펴보

만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마그

기 위한 것이었고,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브가 아랍·이슬람의 타 지역과 구별되는 것도

첫째,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에 대한 이해를 돕

이들 때문이다. 큰 충돌 없이 아랍인들과 공존해

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지형적 특성 및 부족적 체

왔던 이들이 20세기 중반 열강으로부터 독립하

계의 특징과 아울러 동시에 마그레브 개별 국가들

면서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정체성 확

의 현재 모습과 지역의 전체적 약사를 서술하였다.

립에 이어 자기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둘째,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토착민 베르베

이러한 요구는 독립 이후 아랍·이슬람적 민족국

르인에 대한 구체적 고찰과 그들의 정체성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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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 베르베르어, 또 그들이 이문화인 아랍 이슬
람 문화를 수용하고 저항해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갈등의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존과 대
립의 역사, 특히 아랍인들과 베르베르인들이 대
립하고 있는 이분법적 구도와 그 과정에서 끊임
없이 찾으려는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알제리에서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대립의 사례와 모로코의 경우는 커
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헌법 개정의 내용과 헌
법의 향후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팀이 현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알제리, 모로코의 베르베르어의 지역별 특성을
서술하였다.
다섯째, 오늘날 베르베르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과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점을 소개하며 현
장의 역동력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마그
레브지역에 대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롭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제
언들을 시도하였다.

340 l

요약집

11–66

연구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황병하·김강석·김선하·김화선·최지원 (2011. 12)
ISBN 978–89–322–2303 / A5 / 464면 / 비매

연구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중

본

류된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비교 분

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을 비교

석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각 국가들의 정치권력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개별 중동국가들의 정치권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력구조 특성은 무엇이며, 이는 정치체제별로 어

중동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

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상정

이며,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 수립 시 정치적·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규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

명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국가들의 입법기관, 행

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중동국가

정기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주요 정치권력기

들의 정치권력구조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

관의 특성,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부족지도자

해 중동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유형화하였으며,

등 다양한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각 국가별 특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 수립방

정치, 사회, 부족, 종파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나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타나는 정치 불안정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특한 중동국가 정치체제의 특성 분류작업은 기

본 연구를 통해 정치체제별로 다음과 같은 정치

존 학자들의 연구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독

권력구조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자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연

첫째, Bunker 국가는 강압적 억압통치를 기반으

구대상 국가인 10개 중동국가들을 공화체제

로 지도자의 출신 가문, 부족 및 종파가 정재계의

Bunker 국가, 공화체제 Bully 국가, 왕정체제

주요 요직을 독점하는 족벌주의가 나타났다는 공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

통점을 갖고 있으나 부족주의 혹은 종파주의의

의 국가로 구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

발현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정치 엘리트 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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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 독재와

간 갈등,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 등 정치 불안정

권력 세습이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국

요인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들의 정치 불안 요인으로는 부족 갈등, 종파 갈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화에 입각한

등, 민족 갈등, 테러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정치권력구조의 비교 분석만으로 개별 국가의 고

둘째, Bully 국가는 Bunker 국가에 비해 통치 권

유한 정치권력구조의 속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력의 자율성이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정실

인식 하에 연구대상 국가의 특수성을 함께 설명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을 둔 후견 네트워크 세

하고자 하였다.

력은 장기 독재 유지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더
욱이 Bully 국가에서는 최근 장기 독재정권의 퇴
각에 따라 이슬람주의에 기초한 정당이 약진하면
서 향후 이슬람 세력의 정치화 또는 정치 엘리트
로의 부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Bully
국가의 정치 불안정 원인으로는 급격한 정치변동
이후 나타난 기득권층과 야권 세력 간의 권력 투
쟁 혹은 야권세력 내부의 갈등, 높은 실업률로 상
징되는 경제적 불안, 이슬람주의자와 세속주의
자 간의 대결구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특정한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배
타적 족벌주의 국가들은 왕실로 권력이 집중되면
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정치개혁 움직
임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략적 차
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들 국가들의 통치 가문의 정당성 기
반 및 정치 엘리트들의 구성적 특징은 개별 국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넷째,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는 특정 가문이 권력
을 독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 국가들
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치주의의 한계라는 측
면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통치 세력 내 정치권력 투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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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헥셔–오린모형, 리카도모형, 중

본

르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력모형 등 국제비교우위를 설명하는 기

없었다. 또한 기술격차도 산업별 분석에서는 예

존의 무역모형을 통합하는 회귀방정식을 도출하

상과 다르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

고, 어느 무역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지를 분석하

러 선진국, 유럽 국가, 중미 국가 에서 식민지 더

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GTAP 데이터와 세계

미변수의 부호도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은행, UN의 거시·무역 데이터를 통합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세 가지 무
역모형 중에서 헥셔–오린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력모형과 리카도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유의
한 결과에서 부존자원 및 기술격차의 부호가 모
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리, 국경, 언어, 식민지, FTA 등 중력모형의
변수들이 무역의 흐름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무역모형의 설명력은 산업 및 지역별로 크게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 요소의 파라메터
추정 부호는 자원집약적 부문의 경우 예상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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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무

다루는 Melitz(2003)의 이론에 대해 Riordan and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Staiger(1993)의 TAA 모형을 접목 시켰다. 현실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에 대해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기업과 노동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 따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라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 내 기업 간에도 노동 분

생산요소 이동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Riordan and Staiger(1993)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TAA가 노동시장 내 정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의 경제적

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무

효율성 근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고전학파의 비

역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퇴출된 노동

교우위이론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의

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는 유

산업간 이동에서 TAA의 역할에 대해 주로 논하고

인을 제공 함을 보인다. 또한 퇴출 후 재취업 시 기

있다. 무역자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존 업종 내에서 재취업할 경우의 임금이 다른 업종

서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뿐만 아니라 산업내 이동

전환 시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내 노동의 재분배에서 TAA의

역자유화 이후 발생하는 노동의 산업 내 재배분

효과적 운용은 TAA의 사회적 형평성 근거 확보 차

(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과정에

원에서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서 TAA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재 산업간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TAA 직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무역모형에서 독점적 경

업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내 기

쟁시장 내 기업의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을

업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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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국내공공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본

시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나라 들은 서로 다른 국

분석한다. 그동안 대외공공채무위기의

내채무비율의 임계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

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 없이는 국

채무위기와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

가간 국내채무비율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음을

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채무위기와 비교해서

알 수 있다.

국내채무위기의 발생 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채무에 관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
지 않아 서이다. 최근에 국내공공채무와 위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
었으며, 본고는 그 중 Panizza(2008)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위기에 대
한 임계치를 계산하기 위해 Panel 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많은 거시경제
변수가 국내채무 위기의 결정요인이었다. 또한
중요한 거시경제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국내채
무비율 변수가 유의하게 양의 계수를 갖지 않았
다. 이는 거시경제변수의 상황이 국내채무 비율
의 임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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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 기업에 공여된 재정적 기여가
다른 기업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간접보

조금을 다룬다. 이러한 간접보조금은 특히 중간
재 생산을 위한 보조금(up–stream subsidy)이
최종재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나 국유기업
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 기업의 민영화 후에 지속
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계무역기
구(WTO) 에서 제소된 몇몇 사건에서는 중간재보
조금과 국유기업보조금의 전파(pass–through)
문제에 대한 상세한 판결들이 내려졌다. 이 논문
은 관련 규정과 판결을 검토하며, 간접보조금에
관한 도하라운드 제안내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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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30년간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은 신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화된 통화를 보유하지 못

흥경제와 선진국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

한 나라들은 자본 자유화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34개국의 패널자료를 이
용하여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다. 자본자유화는 자본변동성을 전반
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
떤 국가가 자국통화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느
냐의 여부, 즉 소위 ‘원죄’ 여부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자본자유화의 효과가 서로 다
르게 나타났다. ‘원죄’에서 자유로운 그룹에서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지만, ‘원죄’를 가진 그룹에서는 자본변동성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리고 양질의 제도적 수준을 가진 국가들만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확인
되었다. 이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
는 서로 다른 결과가 제도의 질적 수준의 차이보
다는 통화의 국제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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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별 이질성의 존

대

역)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의 성격

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성장, 불평등, 그리

또한 지역에 따라 이질적 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고 빈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조사하였다. 본 연

의미에서 빈곤을 줄이는 성장이 호 지역에서 나타

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을 생산기술과

났는데, 이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후의 차이에 근거해서 세 지역(highland, hoe,

이 소득분포를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enset)으로 나누어 성장과 빈곤의 관계를 분석했

다. 반대로, 다른 두 지역에서는 생산성의 변화가

다. 먼저 지역별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인 후에, 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의미에서 빈곤을 줄

사고정효과 프로빗 모형(Pseudo–fixed effect

이는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성의 변

Probit model)을 추정하여 세 지역의 빈곤결정인

화가 가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

자가 다름을 보였다. 빈곤한 가구는 자산 증가,

르게 나타나므로, 빈곤한 가구의 생산성을 늘리기

또는 그 자산의 수익률 증가가 발생하여 행복감

위해 보급되는 생산기술이 빈곤을 줄이는 성장을

(well–being)의 개선이 기대될 때 빈곤에서 벗어날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해 각 수원지역의 환경에 기

수있다.따라서우리는역사실분해(counterfactual

초해서 검증한 후, 그 지식과 기술을 보급해야 할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빈곤을 줄이는 성장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

(Pro–poor growth)을 가구가 보유한 관찰 가능한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센

자산량의 변화와 그 자산의 생산성 변화로 분해하

터를 건립하여 농업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였다. 호(hoe) 지역에서는 생산성의 변화가 빈곤을

때나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보

줄이는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급할 때, 이 같은 지식과 기술보급이 빈곤을 줄이

반면에, 다른 두 지역(highland 지역과 enset 지

는 성장 전략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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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

아

가 나타날수록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진

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세안+3 차원의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함과

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

동시에, 기존의 금융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

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량적 분석을 수
행하기 위해 개방경제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
형(DSGE) 모형인 글로벌 통합적 통화·재정
(GIMF)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역내 신용보
증 기능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중
국, 일본, 아세안, 세계의 기타 국으로 구성된 5
개국 모형을 모의 실험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별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모의 실험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아시
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아세안+3의 일
부 회원국 채권의 신용등급만 개선되더라도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전체의 실질 GDP 개
선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3 회원국 가
운데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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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 Services?

Kyounghee Lee (2011. 12)
ISBN 978–89–322–4223–1 / A5 / 36면 / 3,000원

최

근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이 영어를 사내
공용어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 사용 능력이
서비스 교역 증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Anderson
and von Wincoop(2003, 2004)의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들의 영어사용 능력이 이들
국가들의 세부 서비스 업종과 전체 서비스 교역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국의 영어사용 능력은 서비스 교역 증진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신, 금융, 상
업, 보험 및 사업 서비스 등 대인업무가 중요한
서비스 업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불어나 독어는 서비스교역 증진에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자국의 서
비스 교역증진을 위해 영어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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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Strategic Trade Policy with Border Carbon
Adjustment

Jeongmeen Suh (2011. 12)
ISBN 978–89–322–4224–8 / A5 / 50면 / 3,000원

연구는 국경간 탄소조정(Border Carbon

본

원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자국 탄소세율

Adjustment)의 효과를 무역정책적 측면

과 상대국 탄소세율의 전략적 관계는 경쟁의 형

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Brander and Spencer(1985)

태(수량경쟁인지 가격경쟁인지)에 의존하기보다

의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틀을 발전시켰다. 일반적

는 국내 탄소세율을 상대국과 비교하는 기후변화

으로 국경간 탄소조정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가

정책 리더쉽에 의존함을 보이고 있다.

격 등 국내생산자가 직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부담을 수입자에게 지우는 정책을 의미한다. 2단
계 호혜적 시장(reciprocal market) 모형을 사용
하여, 먼저 1단계에서 각 정부가 자국의 탄소세
율을 결정한다. 이때 상대국이 정한 탄소세율이
높을 경우 자국의 수출업자는 그 차이만큼 국경
간 탄조조정세가 부과되고, 자국의 탄소세율이
높을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그 차이만큼 국경간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게 된다. 2단계에서 각 기업
들은 주어진 탄소세율과 국경간 탄소조정에서 내
수공급량 및 수출량을 결정한다. 분석결과, 국경
간 탄소조정이 도입되면 자국 탄소세율이 높은
국가의 한계탄소저감효과가 탄소세율이 낮은 국
가보다 크게 되는 등, 국내 탄소세율의 글로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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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Convergence and European
Integration: What Factors Make
the Difference in Growth at Regional Level?

Yoo–Duk Kang (2011. 12)
ISBN 978–89–322–4225–5 / A5 / 50면 / 3,000원

U는 출범 초기부터 역내무역 자유화와 더

E

일수록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어 각 회원국 간 소득수준 수렴(real

이러한 현상은 동유럽 국가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

convergence)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통합 과정

났다. 결국 EU 전체에서 국가간, 지역간 소득수준

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역간 수렴이 이루어졌음이

수렴현상이 나타난 것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경제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수렴현상은

동이 집중된 지역이 높은 성장을 거둠으로써 나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렴에 관

난 현상이며, 낙후지역은 여전히 낮은 소득수준에

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에 가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EU에 국한된 연구이나, 동아시아 통

본 연구는 1995~2007년 사이 EU 지역을 1,300여

합은 물론 국내 FTA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

개 지역(NUTS–3단위)으로 분류한 후 베타수렴

다. FTA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이룰 경우 후생

(β–convergence)과 시그마수렴(δ–convergence)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도권 및 공업지

으로 구분하여 수렴현상을 파악한다. 또한 성장률

역 등 일부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수

낙후지역은 후생증가 효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

렴에 가장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조사결

이 높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기반을 둔 지역통

과 국가 간에는 소득수준 수렴현상이 나타났으나,

합을 추진할 경우, 이와 별도로 낙후지역 발전방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수준의 상이성(divergence)

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유럽 국가의 경
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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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Arbitrage Costs from Relative
Prices: Implications for the PPP Puzzle

In Huh and Inkoo Lee (2011. 12)
ISBN 978–89–322–4226–2 / A5 / 32면 / 3,000원

본

논문은 국제물가 비교를 통하여 재정거
래비용을 측정하고 재정거래비용의 결

정요인을 분석한다. 무역에서 재정거래비용은
지역적인 거리와 거래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비교역재를 부품으로 사
용하는 비중이 높거나 교역이 어려운 산업일수
록, 또한 지역간의 거리가 멀수록 물품거래에 있
어 재정거래비용이 높았다. 경제적으로 연관이
높은 지역 내에서는 무역되는 제품의 특성이 재
정거래비용에 영향을 더 많이 줬으며, 경제적으
로 연관이 높지 않은 지역간의 무역에서는 지역
간의 거리가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실질환율이 물
가변화에 민감하게 변하지 않는 것도 재정거래비
용이 일정한 부분을 설명했다. 따라서 재정거래
비용이 명목물가의 경직성과 더불어 실질환율의
변화의 퍼즐을 설명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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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sian Business Cycles Different?

Yongseung Jung, Soyoung Kim, Doo Yong Yang, and Tack Yun (2011. 12)
ISBN 978–89–322–4227–9 / A5 / 50면 / 3,000원

논문은 아시아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분

본

과 수입을 따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발

아시아와 라틴의 경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도상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소규모 선진국과는

결론적으로 아시아와 라틴 개도국은 소비, 순수

다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개

출 그리고 수출입을 연결하는 전송 메커니즘이

도국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소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변동성과 두드러진 순수출의 반순환적 특성이

이를 기초로 교역조건이 주요 거시경제에 미치는

다. 아시아와 라틴 국가들에서 이러한 특성이 어

영향을 Vector Auto–regression(VAR)을 통해

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시아의

분석하였는데, 라틴 개도국의 경우에는 긍정적

비즈니스 사이클 특성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인 교역조건 충격이 실질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

는 다르다.

향을 미치는 반면,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에는 실

아시아의 경우 소비 변동성이 라틴 개도국과는

질 총생산에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다르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순수

경우 교역조건 충격은 라틴 개도국에 비해 상대

출의 반순환적 특성은 라틴 국가에 비해 강하다.

적으로 순수출에 단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강한 영

한편 내구재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개도국에서 높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 나타나는데 라틴 국가와 아시아 개도국에서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한국)

이러한 높은 내구재 변동성을 발견하였다. 흥미

의 내구재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을 제시하고 있

로운 것은 내구재 소비와 순수출의 상관관계가

다. 이 모형은 내구재 소비를 통해 아시아 경기

아시아(한국)에서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변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틴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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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이철원·이현진·임채익 (2011. 12)
ISBN 978–89–322–0085–9 / A5 / 212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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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2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흑해 인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다. 이러한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EU와의

서는 불가리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

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의

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과 산업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

협력이 유망하다. 한국은 최근 들어 2007년 EU

의 협력·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경제교류가 크게 활성화되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

고 있다. 중부 유럽보다 최근에 EU 가입이 이루

에너지, 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어진 불가리아는 EU 기금에 의한 경제개발이 본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격화됨으로써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

었기 때문이다.

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이 불가리아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

규모의 불가리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

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

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계로 유럽과 CIS

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對)불가리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요약집

가의 경우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인건비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

크게 상승하여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상

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불가리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

아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

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요 산업을 IT, 신재생에

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너지,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불

한국 IT 제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향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및 진출 전략을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

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발효 이후에는 유럽 시장 수출에 있어 관세보다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수송비가 더욱 중요한 비용 요소로 부각될 것이

여파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성

다. 특히 수송비 부담이 큰 백색가전 같은 분야에

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차

서는 EU 내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

세대 IT 및 통신서비스망 확충, 새로운 수요를 창

다. 또한 이들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의 가장 큰

출하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불가리아 IT 시장은

걸림돌은 납품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수송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를 절감하고 유럽 시장 납품기간을 축소할 수

유망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광섬유 인프라 확장

있는 현지생산 전략이 절실하며, EU 내 생산비

및 무선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가 최적의 입지를 제공

새로운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이 기대된다. 또

할 수 있다.

한 디지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차세대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불가리아의 신재생

제품 부문에서는 불경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

에너지 산업과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IT 시장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업체들도 태

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제품들은 대체로

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선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면에서도 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에서 양국의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설비 시장에 태양광 모듈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을 비롯한 한국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

IT 하드웨어 부문과 가전 부문에서 불가리아는

다. 불가리아는 EU의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제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

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당해야 하며, 2010년까지 이 비율을 12.2%로 끌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EU 27개 회원국 중

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

가장 낮아 이에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의 생산거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부 유럽 국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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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

됨에 따라 WTO/GPA 회원국인 한국은 불가리아

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60억

를 비롯한 신규회원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상기 협

유로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향유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 및 EU 기준

최근에는 태양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에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 관련 법

증가하고 있다.

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한국 제품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고,

때,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너무 길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 부

국과 불가리아가 모두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문 조달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양국

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조달절

간 산업 협력은 이들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

차 또한 외국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

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조달 부문의 불투명

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

성으로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으

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

며,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비(非) EU

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터키 업체가 유일하다.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이와 같은 현지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

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도 있으며, R&D 및 전문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하다. 불가리아 업체와 제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

중단되었던 EU 기금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에서 입찰 경험이 많은 EU 기업 혹은 터키 기업

불가리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과의 제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업체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자국 인프라 건설에

들이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장

따른 대부분의 재원을 EU의 개발프로그램 및 지

일차적인 제약은 EU 내 시공경험이 없다는 것이

역개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부 유

다. 따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입찰요건을 충족

럽 국가들에 비해 EU 가입이 지연되었고 한때

시키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휴 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최근 인프라

트너로 부족한 요건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업을

건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EU에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

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은

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기금, 불가리

도로 및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범유럽 교

아 정부 재정 및 현지 기업 금융조달로 재원 마련

통인프라 연결이다.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

이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해 국내 신용 활용 및

부조달협정(GPA)이 신규회원국에도 자동 적용

BOT 방식 조건으로 시공권 수주를 노리는 과감한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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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도 필요하다. 불가리아는 현지 금융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시 단기적인 현지 금융조달 모색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
출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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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는 중동 국가들 가운데 최대 인구 보

이

이집트는 농업, 광산업, 제조업, 도·소매업, 관

유국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

광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풍부한 나일

을 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이

강 유량을 바탕으로 일찍이 농업을 발전시켰으

점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며, 최근까지도 전체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2010년 기준 우

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집트는 중동·아프리

리의 중동 내 제4위의 수출대상국이며 제8위의 수

카 지역 중 가장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국가

입대상국으로, 양국간 교역액은 약 30억 달러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국가

달하였다. 이집트는 2010년 5.1%의 실질 경제성

GDP의 16.1%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광산

장률과 2,185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으

업의 경우, 특히 천연가스 부문이 최근 다국적 개

나 지난 2011년 초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2011년

발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매우 두드러지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제조업과 관광

한편 이집트는 만성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10%대

업 같은 서비스산업 역시 이집트의 주요 성장동

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재정 악화, 민주화 혁명에

력이 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자국의 산업 경쟁

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 등의 경제현안에 직면해

력 강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 수출지향적 산업구

있다. 특히 민주화 혁명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조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증가함에 따라 이집트 경제의 큰 축이었던 관광산

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정책 결정권자의

한 거대 경제권들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매력적

부재로 이집트 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인 투자환경을 구축하여 왔다.

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급격히 떨어졌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2월에 걸친 민주화 혁명으

요약집

유소비를 천연가스 소비로 전환하려는 이집트 정

제하에서 이집트의 경제정책방향은 아직까지 불

부의 노력을 고려하여 정부 소유의 버스 및 미니

투명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 현 상황에서는 무엇

버스 운영회사를 대상으로 CNG 차량 및 개조용

보다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으로, 2012년 신정부

부품 공급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성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경제정책

인프라 산업의 경우, 이집트 정부는 공공 인프라

이 발표 및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참여

이집트는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자동차산업

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 2004년 재무부 산하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외국산 완성차 수

‘PPP Central Unit’이 설립되고 2010년 PPP 법

입은 제한하여 왔다. 이집트의 자동차 제조사들

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는 이집트 인프라

은 외국산 자동차의 완전조립제품(CKD) 생산에

시장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력하고 있는데, 주로 한국, 일본, 독일 등에 의

향후 이집트 정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집트 자동차 시장에 우리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금융조달(Financing)’

기업이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와

이 필수적이므로, 현지 금융환경을 지속적으로

조립차의 동반 진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펀딩 소스와의 네

완성차 수입 관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큰 차이가

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시

있으므로 소형차는 완성차 형태로, 중형차는

이집트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CKD 부품 공급 및 현지 조립을 통한 방법으로 진

있는 사업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이

위해서는 현지 기업 또는 국제 메이저 기업과의

집트 신차 시장의 한국산 승용차 점유율이 50%

컨소시엄 구성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해 진출하는

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소모성 자동차부품 및

것이 바람직하다.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 과도정부 체

A/S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노후차량 비중이 매우 높아 노후차
량 유지를 위한 A/S용 저가 부품시장 역시 꾸준
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천연가스 산업은 이집트의 산업 중 최근 가장 빠
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특히 이집트의 석유
부존량 고갈로 국내 석유생산량이 급속히 줄어들
고 있는 반면 인구 및 경제 규모는 확대됨에 따라
생산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시추 장비 대여·판매 및
수리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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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
농업·농가공업, 인프라, 직물·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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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아

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

인구를 보유한 인구대국 에티오피아는

리나라 및 기업과의 경제·산업·개발 협력관계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정부

가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

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이행으로 두 자릿수의 꾸

서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최근 경제동향과 함께 주

준한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

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후 우호적인 농업환경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성장

농업은 다양한 생태환경과 온난한 기후조건을 바

과 관광산업의 호조로 인해 경제규모는 최근 5년

탕으로 에티오피아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으며, 전체 GDP의 41%, 수출의 86%, 고용의

의 40%가 하루 1.25달러 미만(구매력 기준)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이

생활하는 빈곤층에 속해 있어 빈곤층 해결이 에

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과 식량 자급자족

티오피아 경제성장의 주된 과제이다. 이에 에티

의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발전 주도형 공업화

오피아 정부는 빈곤감소 및 국가 경제개발을 목

전략(ADLI: Agricultural Development–Led

표로 중장기 개발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Industrialization)’을 국가 5개년 개발계획(GTP:

2001/02년 시작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의 핵심 축으

프로그램(SDPRP)과 2005/ 06년 시작한 빈곤감

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제

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SDEP)이 성

고하고 농업과 관련된 제조업을 발전시켜 경제구

공적으로 종료되었고, 2010/11년부터는 성장과

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농작물 재배

구조변환계획(GTP)을 시행 중이다. 이처럼 에티

에 한정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유통·가

오피아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에 힘입

공·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곡물류, 콩류,

요약집

전력인프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작물 생산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

2000년대 중반 이후 테케제댐 등이 건설됨에 따

데 2008년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ECX)가 신설

라 전체 발전량은 2005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됨에 따라 유통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증가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인프라시설은 여전히

러나 지대한 농업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에티

열악한 수준이나 정부의 개발의지가 높은 것으로

오피아는 영농단위가 파편화되어 있어 상업화에

보이며, 이에 정부 발주 프로젝트 역시 지속적으

제약이 많다는 점과 국유(國有)제를 전제로 한 토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프라 산업의 성

지제도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의 투자유인이 약

장가능성은 높이 평가된다.

하다는 점, 관개시설·도로 등의 농업·교통 인

직물 및 의류산업은 과거 에티오피아 산업화 과정

프라가 열악하다는 점, 내륙국가라는 점 등의 문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사회주의 정

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의 극복 여

권은 당시 직물 및 의류산업을 국유화하여 국가

부가 향후 에티오피아 농업발전 및 경제발전의 관

중점산업으로 개발하였다. 현재에는 직물 및 의

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정부

류산업이 농업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다양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에티오피아

법적·제도적·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며 외국인

정부는 PASDEP과 GTP와 같은 국가개발정책 및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개발전략(IDS)에서 이 산업을 핵심 육성산업

에티오피아에서 교통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열악

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티

한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견실한 경제성장 및 정

오피아는 면화생산에 적합한 기후 및 일조량 등으

부의 국가개발전략 등에 힘입어 도로 및 항공인

로 우수한 품질의 면화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1999년 도

저급한 가공·공정 기술 및 미숙련 노동력의 한계

로개발계획(RSDP)의 시행으로 지난 10여년 사

로 실제 생산되는 직물 및 의류의 품질은 낮은 편

이 도로 길이는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항공

이며, 이는 이 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인프라 투자확대로 몇몇 공항은 최첨단 시설을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및 전력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 및 항만 인프라 수준

용, 특혜관세 혜택 및 유럽시장 접근성 등은 직물

이 열악하여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드는 고

및 의류 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비용이 기업의 애로사항이자 투자를 저해하는 요

기술 도입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이를 극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인프라의 경우 에티

복한다면 성장가능성이 엿보이는 분야이다.

오피아는 넓은 영토 및 풍부한 수량으로 지열 및

투자대상으로서 에티오피아 경제가 지니는 장점

수력발전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으로는 개발 수요 풍부, 높은 경제성장률, 인적·

구하고 개발 수준이 미미하여 만성적인 전력부족

물적 부존자원 풍부, 정부의 강한 개발의지, 유리

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종합계획

한 미국·유럽시장 접근성, 우리나라와의 역사

(The National Energy Policy) 등을 수립하고

적 우호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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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종실(oil seeds), 상품작물 등을 중심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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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원한 경제협력관계, 높은 교역비용(내륙국
가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 자금조달의 어려
움, 거시경제 리스크(인플레이션 등), 정부의 과
도한 규제 등의 취약점이 투자 및 진출을 망설이
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대에티오피아 투자기반을 튼튼히 하
기 위한 경제·개발·산업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고 에티오피아 현
지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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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인프라, IT

권기수·박미숙·황현정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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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콜

데, 특히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

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콜롬비아의 다양한 상품

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으면서도, 양국 간에는 이들 상품이 활발히 교역되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한국은 교역이

계기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증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국

회담에서 양국은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콜롬비아 FTA

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

가 협상 중인데,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를 추진하

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전략적

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라는 의의가 있다.

동반자가 되었다.

이렇듯 콜롬비아로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고 콜롬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비아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간

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석유, 석탄 및 광물 자원과 전 세계의 원자재 수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

요 급증에 힘입어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가 급격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서

가능성이 높은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심층적으

비스업, 교통인프라, 통신, 관광 등에 외국자본

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및 진출 방

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먼저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콜롬비아 경제 전반

개선하고자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을 소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인구가 약 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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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재 광물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콜롬비아 전체

3위의 소비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경제적 안정성

영토의 15~20%에 불과해 향후 추가로 광물이

이 높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주변 중

발견될 잠재력이 높다. 콜롬비아 광물의 잠재 매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면

장량은 석탄이 약 170억 톤, 금이 약 2,800만 온

서 탄력적인 위기 극복 능력도 보여주었다. 콜롬

스로 추정된다. 2010년의 광물 생산 증가율은

비아는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70%로 높고,

4.3%이고, 2000~10년 평균 성장률은 8.1%로

제조업(15%), 농축산어업(9%), 광업(6%) 등이 다

광업은 콜롬비아 전체 산업 중 가장 역동적으로

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09년 이

성장하는 부문이다. 광물 중에서는 석탄이 전체

후에는 광업, 금융업, 건설업이 콜롬비아의 경제성

의 43.4%로 가장 생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광물 수요 증가

는 많이 생산되는 광물은 금속광물(32.2%)과 비

로 인한 외국인투자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

금속광물(24.4%)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약

자유치 정책이 광업 부분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

25%가 광업 생산물로, 광업 수출은 2000~10년

로 분석된다. 2010년 8월 취임한 신정부는 향후

사이 연평균 7%씩 성장하였다. 또한 전체 외국인

4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담은 국가개발

직접투자 유입액 가운데 광물 분야 투자가 30%

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발표

를 차지하고 있다. 광업은 콜롬비아에서 외국인

하였다. 이 계획은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가 가장 선호되는 산업으로 지난 10년간 광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신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물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2014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을 7,200달러로 높

16%씩 급성장하였다. 광업의 성장 배경에는 중

이고, 실업률을 9%로 낮추며, 250만 명을 서민

국 및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한 전

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세계의 광물자원 수요 증가와 정부의 우호적인

제3장에서 5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이 깔려 있다.

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

제4장은 최근 정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 노

업 분야로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3개를 선정

력을 기울이는 교통인프라를 분석하였다. 교통

했다. KOTRA와 협의하에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

인프라는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생산력

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

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낙후된 교

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통인프라는 콜롬비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

제3장에서는 최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동력으

는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생산물의 원

로 부상한 광업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중남

활한 수송과 무역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콜롬비

미 3대 광물부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아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교통인프라 개선안과 투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금, 은, 에메랄드, 페로

자 계획을 마련하였고, 단기 계획으로 2011~14

니켈 등의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

년간의 투자 금액을 설정해 놓았다. 2011~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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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IT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

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11~14년

자가 많다는 것이 콜롬비아 시장의 특징이다.

기간에는 318억 페소(약 1,638만 달러)가 집행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Vive Digital ICT’

될 계획이다. 여러 부문 가운데 신규 도로 건설

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4

및 개보수에 전체 예산의 약 56%인 559억 페소

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

(약 2,88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는

적 정책으로,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

철도 건설에 211억 페소(약 1,087만 달러)를, 도

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

시 대중교통 개선에 141억 페소(약 726만 달러)

의 일부인 교육용 PC 보급 프로그램은 PC 시장의

를 집행할 계획이다. 콜롬비아의 북동부와 중앙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1년 4월 콜롬비

내륙지역에는 석탄, 석유 등 주요 자원이 다량 매

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해택

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항만까지의

(현행 11%에서 3.5%로 감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

운송비를 높여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2011~15) 콜롬비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륙운송 인프라 투자를 확

의 IT 시장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대하여 운송비를 낮추고 이들 자원의 수출경쟁력

할 전망이다. 이 같은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IT 시

을 높일 계획이다.

장 규모는 2011년 2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2

제5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IT 산업을 다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루었다.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중남미 시장 전체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진출 환경과 부문별 진

의 5.8%(36억 3,000만 달러, 2009년)로 그 비중

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정부의 적극

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순위로는 아르헨티나와 브

적인 투자육성정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양호한

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IT 시장이다. 2013년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 환경이 투명

까지 연평균 9% 성장세가 전망되는 등 성장 속도

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능가한다. 또한 하드웨어,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등 네 가지 분

광업 진출 시 해당 지역의 원주민 또는 흑인으로

야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IT 시

부터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역별·

장 규모는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크다. 이는 콜

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한 점 등 한국기업이 진

롬비아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사

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광업에 진출하

실을 입증한다.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콜롬비아

려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현

IT 시장의 49.2%를, IT 서비스는 35.7%를, 소프

지 기업과 컨소시업을 형성하는 한편 인프라와

트웨어는 15.1%를 각각 차지한다. 다른 중남미

광업개발을 연계하여 진출하고 현지의 한국 공관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IT

이나 무역관을 적극 활용하며, 광물 탐사 분야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 반

진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교통 부문

면, 하드웨어 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다

진출 전략으로는 민자사업 진출, 규모가 큰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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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의 합작 진출,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극 활용, 프로젝트 설계와
타당성 조사,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진출 등이
있다. IT 부문의 진출 방안으로는 온라인 교육 부
문 투자, 광통신 분야 진출, 지능형 도시 구축, 클
라우딩 컴퓨팅 분야 진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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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

베

하여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업 고객들의 해

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

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

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

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다. 아울러 다음 사항도 적극 고려하였다. 그동안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

생산기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베트남이 9,000만

적인 경제개발정책 추진, 풍부한 자원 등을 배경

명에 달하는 큰 내수시장,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으로 유망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구매력 급증,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유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과 공적개발

통시장 개방 등을 배경으로 유통산업의 새로운

원조(ODA)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화학산업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

의 경우 기초소재산업이자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

남은 한국의 투자대상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한

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 수

국 측에서 보았을 때 베트남은 5대 해외투자(ODI)

송인프라건설업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

대상국이고, 베트남 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최대

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고, 향후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

베트남 정부 발주나 ODA에 의한 프로젝트가 활

바로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주요 산업

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자 유망산업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유통산

유통산업은 베트남이 최근에 개방하기 시작하였

업, 석유화학산업, 수송인프라건설업 등은 베트

지만,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0%대 이상의 성장

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률을 보이는 유망산업이다. 2010년 현재 유통업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

은 베트남 총 GDP의 14%를 차지하고 총 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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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10%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수

석유화학산업을 기간산업그룹으로 지정하고 중

요조사(ENT)와 같은 사전허가제를 비롯한 장벽

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통기업들이 앞다

81%를 차지하는 고무는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투어 진출하는 것도 베트남 유통산업의 성장성을

한국 등으로 많이 수출하고, 전체 수입의 64%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통시장은 국영기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한국, 태국, 사우디아라비

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민간기업 및 개인

아,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많이 수입한다.

과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

석유화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다. 또한 개인 소매상과 재래시장이 전체의 80%

있는 기업으로는 페트로베트남 석유·가스그룹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업태형 유통점 또한 빠르

(PetroVietnam)과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

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구매

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석유화학산업은 산유국으

력 향상, 대도시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확대, 중

로서의 공급재료 풍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

산층의 급증, 가격이 최대 구매결정 요인이지만

방 확대, 빠른 경제성장과 큰 내수시장, FDI 유

중산층과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나 고가제

입 활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등으로 당분

품 선호 양상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지 유

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

통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베트남계 Saigon

장을 위해서는 계획중에 있는 제2와 제3기 정

Co–op Mart, HAPRO, FIVI Mart 등과 외국계

유·석유화학 콤비나트를 순조롭게 진행해야 하

Big C, METRO, P arkson, Diary Farm, Lotte

고, 부족한 수송인프라를 최대한 개선해 높은 물

Mart 등이 있다. 베트남 유통시장은 소비성향이 강

류비용을 줄여야 하며, FDI를 더 많이 유치해 부

한 신세대 및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와 소

족한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 등

득 향상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

이 전제되어야 한다.

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임대료 급상승과 물류인프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수송인프라

라 미비 등의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는 최근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

베트남의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이자 국

남아 주요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제화된 범용산업이기도 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

역으로 수송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수요가

머물러 있는 점, 플라스틱과 일부 제품을 제외하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베트남 정부 역시 경제

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석유화학제

성장의 모멘텀 지속, FDI 유치 확대, 국토의 균

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관련 산업도

형 개발, 산업화 및 도시화 촉진 등을 위해 인프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원료인 석유와 천연

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글

가스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최근에는 정유산업을

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진했던 건설업은 정부의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

경기부양책과 FDI 활발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

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확정한 10개년

며, 전체 인프라 건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수

(2011~20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통해

송인프라건설업은 최근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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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건설시장은 국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인프라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송인프라 확대
추진, 도시화 급진전, FDI 유입 활발 등을 배경
으로 당분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며, 철도
인프라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
프라 건설 분야는 개발자금을 어떻게 그리고 얼
마나 원활히 조달하느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지속성장 및 추가개발
가능성, 대형 외국건설사의 투자 지속, 개발수요
풍부 등의 강점요인을 가지고 있고, 도시화 및 현
대화 추진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 증가, 중장기적
지속성장 가능성 등의 기회요인도 보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유망산업으로 평가
받는 베트남의 이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거
나 현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두
철미한 사전 준비, 현지 적응력 확보, 네트워크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산업의 경우 시
장경쟁구도를 감안한 입지선정, 안정적인 제품
공급망 확보, 매장 부지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비, 차별화 및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요구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장점 활용,
중기적 입장에서의 전후방 연관효과 활용, 입지
선정 주의, 시장개방 확대 고려, 통제능력과 기술
자 등이 부족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
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해
야 한다. 수송인프라건설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서는 실적 쌓기와 경쟁력 유지, 최대 난제인 재원
조달 방안 수립, 현지 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애
로사항 숙지 및 극복 노력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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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인도네시아는 교역, 투자, 원조, FTA 등 다수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경제협력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을 심층 분석해 정부의 대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

(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수립에 이바

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지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있는 기업들에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기존의 우회 수출을 위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자

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겨낭한 외국인직접투자

산업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FDI)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

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도

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

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추진

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을 유망산업

해 2025년 경 GDP 4조~4.5조 달러를 달성해

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청사

지열, 수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

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유망산업으

요약집

으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증대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업종

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으로 선정되었다.

의 자원개발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

원과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

국이며, 석탄, 주석,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

인다. 특히 신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자원

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부문의

예상된다.

경우 매장량 기준 인도네시아가 22위권 수준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나, 잠재 매장량과 확인 매장량 모두 다소 감소하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

는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매

2025)’에 따르면,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확인 매장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는 약 17%

량은 증가하는 반면 잠재 매장량은 감소하는 추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

세이다. 석탄 자원량은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

서 생산·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바이오

리만탄 지역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물

연료,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풍력 등으로

자원 중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탄과 술

구분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바이오에탄올과

라웨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바이오디젤로 구분되는데, 두 연료 모두 생산 및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제

소비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

도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아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나 총 잠

광업허가법과, 개발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재량 중 7.5% 정도만 개발된 상황이다. 지역별로

높이기 위해 수출 전 가공단계를 의무화한 신광

는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3개 지역에 전체 발

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 생산 및 수출 동향

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발전 잠재량보

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규 유전개발

다는 전력수요에 따라 개발된 경향이 있다. 수력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

발전 특유의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금 및 장기

산과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석탄은 생산

간에 걸친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량이 크게 증가했다. 광물자원의 경우 생산량 기

의 경우 소수력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준 주석과 니켈이 세계 2위 규모이며, 동 생산량

볼 수 있다. 지열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은 세계 5위 규모이다. 한국 기업 중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진 점을 감안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

하면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

로는 (주)삼탄의 동부 칼리만탄 파세르 석탄광산

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프로젝트를 꼽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

지열발전 개발 수준은 잠재력 대비 4.1% 수준에

도네시아 자원분야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

머물러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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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

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항공, 도로, 항만, 전력,

아의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

통신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전력판

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매 규정 및 표준 부재 등이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PPP 사업과 마스터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풍

플랜(ME3EI)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속이 비교적 빠른 발리, 술라웨시 지역에 집중된

나서고 있다. PPP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높은 곳

하는 분야는 도로 부문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은 대다수가 주민 거주지역이 아니며, 송배전 인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프라도 부족해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용이하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

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대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전

재개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력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로 풍력발전소를 운용하

으며, 인프라 부문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

고 있다.

다.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업체 수도 꾸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

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도급업체

업들의 투자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어 있

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

으며,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국인 투자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외국인 출

편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

자 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비 관련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의 경우

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분야는 최

지열발전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진다. 주요 현지

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선 의지와

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인 PLN,

각종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들 수 있다. 인

적이나 부패, 인프라 부족, 계약이행 불확실성,

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는 지열발

인플레이션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전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 차

한 풍부한 수량과 높은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수

원에서는 양자간 CEPA 체결, 민관실무 T/F와

력발전 또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기능 확대, 개

으로 전망된다.

발금융 교류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경

기업 측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현지 적응력 및

제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부문의

네트워크 확보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은 물론, 인도네시아 특유의 부정부패, 행정지

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

연, 중앙-지방정부 갈등, 인프라 부족 등 현지

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동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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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물자원 개발부문의 경우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
해야 할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신재
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가 필수이
며, 향후 지열발전과 수력발전 부문이 유망할 것
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기
업 입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 미비로 PPP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
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개발과 연계된
패키지 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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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년 이후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
합 수단으로 FTAAP 추진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FTAAP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APEC
비전을 실천하는 대안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를 규명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반 경제
및 통합 환경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시도하는 한편,
CGE 모형을 활용한 FTAAP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정량분석의 현실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FTAAP이 현재 APEC
에서 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모델임을
상정하고 관세철폐와 함께 서비스자유화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편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에서
ASEAN+3, +6 및 TPP 등이 FTAAP의 추진경
로로 거명되었으며, 이에 상기 3개 지역경제협력
체 결성으로 인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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