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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KIEP 연차보고서 2012』를 발간하며

2012년은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조치 및
재정절벽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켰지만, 우리나라가 1조
달러의 무역규모를 넘어서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
계 8위의 무역국으로 자리매김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적은
글로벌 불황으로 세계교역이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무역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성과를 살펴보면,
본원의 연구과정에서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여겨집니다.
국제경제 환경의 급변 등의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경
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본원은 지난해 특히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불안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서 빠르게 재편되는 국
제경제구조 변화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한편 글로벌 차원의 경제정책 및 중장기 전략을 제
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본원은 매년 실시되는 국무총리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관장 리더
십 평가에서 2년(2012년, 201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국제관계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프로그램’
이 평가한 2012년 한국 최고의 연
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2012년 본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되짚어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6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을 탐색하고 각 위험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북미 및 EU 등의 선진권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
고 분석함으로써 재정위기의 원인과 각국의 대응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
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한·EU FTA의 발효와 한·중 FTA의 개시
등 FTA의 확산에 대비하여
‘개방화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국별 협력 및 대응 전략 수립
에 기여가 되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얻은 성과를 정리하여『201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본연
구를 비롯해 지난 1년간 본원의 연구진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내용을 일목요연하
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앞으로도 본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
제경제연구기관으로서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계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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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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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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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1989. 8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1989. 12

재단법인 해산 및 특별법에 의한 연구원 설립

1990. 1. 17 개원식. KEI 감독 업무, KOPEC 사무국 업무 인수
1992. 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립(10월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994. 1

대외경제전문가「풀」사무국 설치

1995. 3

북경사무소 설립

1999. 1. 29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0. 4

부설 지역정보센터를 세계지역연구센터로 확대·개편

2002. 3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설치

2005. 12

SNU-KIEP EU센터 설립

2008. 5

채 욱 제7대 원장 취임

2008. 6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확대·개편

2010. 2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설치

2011. 5

채 욱 제8대 원장 취임

2011. 8

2실 1센터 체제로 연구조직 개편

2011~2012 기관평가/기관장 리더십 평가 우수등급 연속 획득
2013. 1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발표
Global Think Tank 선정: 2012년 한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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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기여 현황

정책기여 현황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
•핵심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에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외경제관련 정책의 입안 및 평가,
대외협상 전략 제시, 정책 홍보 등으로 정책 수립에 기여함.
•해외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환경, 자원개발, 개발협력 분야의 정책 수립에 기여
하고, 우수 정책을 발굴하여 국내 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함.
분야별 현황
•2010~12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기본연구과제 80건, 수탁연구과제 211건, 수시연구과제 92건으로 총
383건임.
•이 가운데 2012년에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분야별로 총 132건의 연구보
고서를 발간함.
▶ 2012년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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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야

무역
정책

해외
사례 및
정책연구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정책

국제
거시금융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환경/
자원개발

공적개발
원조
(ODA)

타당성
조사

기타
정책

합계

건수

24

25

22

12

11

5

10

13

1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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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무역정책 분야 정책기여 유형
•FTA/DDA 동향분석 및 무역협정 타결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FTA 협상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한·중, 한·일, 한·중·일, FTA, RCEP 등
•FTA 활용 극대화 및 보완대책 연구: 관세행정, 무역조정지원제도, 원산지 규정
▶ 무역정책 관련 정부 정책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시사점

수탁연구과제

한중 FTA 심층연구: 총괄부문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분야 정책기여 유형
•국내 주요 현안에 관한 해외의 우수 사례 발굴 분석, 시사점 제시
•지역별 정치·경제 변화를 파악하여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관련 정부 정책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기본연구과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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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정책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정책 분야 정책기여 유형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종합적 차원의 지역연구
•신흥국가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경협과 현지진출을 위한 방향 제시
•한·미, 한·EU, 한·ASEAN FTA 등 기체결 FTA를 활용한 시장진출 방안 연구
▶ 해외시장 진출전략 관련 정부 정책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한·EU FTA 이후 대(對) 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수탁연구과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방안

국제거시금융
국제거시금융 분야 정책기여 유형
•국제거시금융 동향 및 정책분석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모색
•G20 등 국제협의체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의제 연구
▶ 국제거시금융 관련 정부 정책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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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의 분석

수탁연구과제

효과적인 CMIM 위기예방기능 도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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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경제협력
동북아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협력 분야 정책기여 유형
•동북아경제협력(한·중·일, APEC, ASEAN+3) 관련 정책도출
•지역경제협력체 한국 측 기본입장 마련 및 관련 회의 참석 및 지원
•남북 경제관계 주요 현안 분석 및 전망을 통한 정책 수립
▶ 동북아/지역경제협력 관련 정부 정책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수탁연구과제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환경/자원개발
환경 및 해외자원개발 분야 정책기여 유형
•국제 환경협약 및 주요국 환경정책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환경정책을 통한 대외개발 사업추진 방안 제시
•해외자원 개발 및 플랜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 환경/자원개발 관련 정부 정책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추진전략과 시사점

수시연구과제

유엔기후변화협약 장기재원 조성방안 및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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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ODA 분야 정책기여 유형
•대외원조정책 평가 및 역량강화 방안 제시
•대외원조를 통한 한국의 위상강화 방안 연구
•해외공적개발원조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부 정책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수탁연구과제

한국형 ODA모델 수립 연구 및 경제(무역·통상)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수시연구과제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분야 정책기여 유형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타당성 조사 진행
•국제회의 유치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관련 정부 정책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수탁연구과제

제10회 광주 비엔날레 타당성조사 연구

기타 정책
기타 분야 정책기여 유형
•기타 대외경제 현안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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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제협상 지원 활동
•다자기관(OECD, ADB, AfDB 등)의 정책용역 수행
▶ 기타 분야 정부 정책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수탁연구과제

대외경제정책 중장기 추진전략

현안자료 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해외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분석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내 경제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함.
•
‘오늘의 세계경제’
는 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정책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하며,
‘지역경제 포커스’
는 해외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동향자료를 제시함.
•2011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위의 자료 중 일부를 영문판으로 발간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북경사무소를 통해‘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을 발행하는 가운데 중국 관련 심층
연구 자료인‘중국 성별 동향브리핑’
과‘중국 권역별 · 성별 기초자료’
를 발행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안자료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KIEP Webzine’
을 통해 19,000여 명의 구
독자에게 전달함.
▶ 연도별 현안자료 발행 건수
현안자료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건)

오늘의 세계경제

39

40(3)

35(5)

114(8)

지역경제 포커스

43

50

56(14)

149(14)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30

27

25

82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32

27

17

76

중국 권역별 · 성별 기초자료

-

1

11

12

연도별 합계

144

145(3)

144(19)

433(22)

주: 1) 괄호 안은 영문판 발간 자료 수
2) 현안자료 발간 현황은 2장 2절‘4. 현안연구과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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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보고서 제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매월 전략보
고서인‘VIP 보고서’
를 청와대에 직접 제출하며, 2012년도에는 총 12건을 제출함.
•VIP 보고서는 현안에 대한 분석 외에도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
하여 선제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함.
▶ 2012년 VIP 보고서

20

제출시기

보고서명

1. 5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2. 3

한·중 FTA의 추진방향 및 협상전략

3.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현황 및 시사점

4. 5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대응전략

5. 4

독일의 실업률 감소 배경과 시사점

6. 1

한·칠레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7. 5

동아시아 외교·통상환경 변화와 한·일 FTA

8. 6

중국 도시개발 관련 주요 협력사례 및 시사점

8. 29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와 한·러 협력방안

10. 5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경제협력의 평가와 향후 과제

11. 5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와 한국의 대응전략

12. 5

2013년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의 전망과 대응

사업별 주요 실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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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연구 사업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

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김준동

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배찬권

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서진교

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김영귀

6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시사점

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이동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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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관련 사업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 주요사업내용
- 아시아경제패널(AEP) 주관: 1차(3월 22~23일, 서울), 2차(9월 10~11일, 스웨덴), 3차(10월 5~6일, 일본) 국
제회의를 주관함.
- Asian Economic Paper 발간: 1년에 세 차례 발간되는 Asian Economic Paper는 Winter/Spring 2012(Issue
1), Summer 2012(Issue 2), Fall 2012(Issue 3) 순으로 MIT Press에서 발간함.
■ 사업추진방법
- 학술지의 발간과 이를 위한 패널의 설치·운용 및 국제회의 개최를 주관함.
■ 기대효과
- 세계적 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경제에 대한 경제저널을 발간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
의 위상과 학문발전에 기여함.

KIEP 국제거시모형 확장 및 업그레이드
■ 주요사업내용
- 2013년 세계경제 전망 시 Oxford Economics Global Model을 활용함.
- 균형환율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원화 실질 환율의 고평가 여부를 추정함.
■ 사업추진방법
- 2012년에는 각 부문별로 복수의 담당자 선정을 통해 연구 인력을 확대함.
- 연구진의 교육프로그램 참석과 원내 세미나, 모형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함.
■ 기대효과
- 다수 연구진의 모형 운영 능력을 제고함.
- 현재 한국 환율 수준의 고평가 여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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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WTO/DDA 및 FTA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 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
- 위탁연구용역의 결과로‘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과‘한중/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등의 자료를 발간함.
■ 사업추진방법
- 무역 자유화 관련 국내외 학자, 정부 정책자 및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토론의 장
을 마련함.
- 국내 국제통상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위탁연구용역을 발주함.
- 정부대책 회의 참석 및 스위스 제네바 현지 출장을 통해 WTO/DDA 협상을 지원함.
- 한·중 FTA와 같은 현안 이슈를 주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함.
■ 기대효과
- WTO/DDA 및 FTA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함.
- 국내외 기관 및 연구자 간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함.
- WTO/DDA, 한·중 FTA 협상 등의 개방과 관련하여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 주요사업내용
- APEC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원산지규정 분야 워크숍을 개최함.
- APEC 관련 회의 참석 및 대(對)정부 지원을 수행함.
- ASCC 참가하여 2012년 우선과제에 따른 분야별 연구 논의의 동향을 파악함.
- APEC Study Series를 발간함.
- APEC 전문가 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한국이 APEC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성과
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함.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홈페이지 운영 및 e- News Letter를 작성하고, Webzine을 구상함.
- KOPEC 아태전략포럼을 세 차례 개최함.
- PECC 집행위원회 컨퍼런스 콜에 참여함.
- PECC 프로젝트인 PEO Structure Subcommittee Meeting, CTPECC를 주최하고, 세미나에 참석함.
- 2012년 State of the Region: SOTR 서베이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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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C 상임위원회 및 PECC- SINCPEC Conference에서 한국 대표를 수행함.
■ 사업추진방법
- 기본연구과제(정책연구) 및 수탁용역연구 등 APEC 관련 연구를 수행함.
- APEC/PECC Korea e- Newsletter를 발간함.
- 2012년 APEC 정상회의, 통상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 관련 대(對)정부 지원을 수행함.
- APEC 전문가 풀 회의를 개최함.
- ASC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함.
- APEC 홈페이지 활용 및 개선을 실행함.
■ 기대효과
- APEC 관련 연구를 총괄 및 수행하고, 학술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APEC 관련 연구를 활성화함.
- APEC 정상회의 및 주요 관련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APEC 내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방안을 모
색함.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 주요사업내용
- 한·중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등의 수시과제(1건), 2012년 우리나라 통상 및 물류 현안 등의 세미나(2
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의 수탁과제(12건)를 수
행함.
■ 사업추진방법
- 효과적 Dynamic CGE 모형 활용을 위한 GTAP DB 및 Fortran 프로그램을 구입함.
- 무역모형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함(16건).
- GTAP 및 GAMS 교육 참석(GTAP 1건, GAMS 2건) 및 전문가 풀 개최(1건)를 실행함.
- 인턴 운용을 통한 방대한 통상관련 DB를 구축함.
■ 기대효과
- CGE 모형 운용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다양한 지역통합논의의 경제적 효과분석).
- 교육참석을 통한 GAMS 기본모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GAMS 모형에 GTAP DB 활용을 위한 교육 참석 및
전문가 풀 개최를 통한 향후 연구일정 관련 논의가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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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해외 유사 연구기관의 인사를 초청하여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등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국제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및 통합 전망 과제를 논의함.
- 영문 웹사이트는 2012년 말 기준 총 1,718건(누적)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 관련 자료가 등재됨. 이를
통해 현안 이슈 공유 및 홍보, 그리고 연구 참고자료로 활용함.
■ 사업추진방법
- Nagoy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Integration and Industrial Globalization in Asia, EU-Korea
and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sia 등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와 학계 간 동아시아 지역통
합에 주요 쟁점 공유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영문 웹사이트에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관련 주요 동향과 FTA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등재하며, 올해
부터는 동아시아 주제와 관련된 World Economic Update(KIEP 현안자료)를 재등재하기 시작함.
■ 기대효과
-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교류 증진을 통해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제고함.
- 외국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속하여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
아 경제협력에서의 KIEP 위상을 제고함.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주요사업내용
- 2012년 현안자료를 101건 발간함(오늘의 세계경제 29건, 지역경제 포커스 42건,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16
건,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1건, World Economy Update 3건).
- 2012년『JEAI』1~4호를 발간함.
- 「세계경제전망」이란 오늘의 세계경제 보고서를 발간함.
-국
 제경제실 동향회의를 총 19회 개최함.
-신
 흥지역연구센터 동향회의를 총 22회 개최함.
■ 사업추진방법
-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World Economy
Update를 발간함.
-『대외경제연구』 영문화를 실시함 (『JEAI』 으로 제호 변경됨).
- 미(美)경제학회 EconLit DB에 등재됨(201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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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AI』발간함(계간지로서 매 3월, 6월, 9월, 12월 30일에 발간되며, 제12회 우수논문을 선정함).
- 『JEAI』데이터베이스 및 저널유통체제를 구축함.
■ 기대효과
- 세계경제에 대한 심층분석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경제관계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함.
- 국내 주요 학술 DB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연구정보 확산이 추진됨.
- 학술지 국제 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제 및 지역경제 분야 연구성과물의 활용도가 제고됨.
- 경제전망 TF를 통해 세계 각국의 경제를 전망하고 세계경제 주요 이슈를 분석함.
- 격주간 동향회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함.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 주요사업내용
- 국제거시연구회, 거시모형/환율연구회 등 총 25회 연구회에서 총 71회 전문가 풀 세미나를 개최함.
- 연구회(분과)에서 논의된 발표자료 및 결과보고를 웹에 등재함.
- 정부요청의 국제회의를 지원함.
■ 사업추진방법
- 각 분야별 25개의 연구회, 총 436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 4회 전문가 풀 회의를 개최(분기별 1회)하고
운영함.
■ 기대효과
- 국제경제 이슈에 대한 기민한 대처가 가능함.
- 대외경제전문가들을 주요 국제협상에 활용함.

해외유관기관 연구교류
■ 주요사업내용
- 특별휴직: 박사급 특별휴직 제도를 통해 휴직 기간 관련기관에서 연구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인적 네트워
크를 강화함.
- 파견훈련: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향을 위해 국내외에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역
량을 강화함.
- 업무능력배양연수: 담당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해 국내외에서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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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대외경제정책 및 비전 형성’을 지양하는 연구를 추친하기 위해 국제유수의 연구기간과의 연구협
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을 강화함.
■ 기대효과
- 세계유수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를 통해 연구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도모함.
-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을 측면 지원함.

중장기 통상전략 운영
■ 주요사업내용
- 3권의 국문보고서와 1권의 영문자료를 발간함.
■ 사업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산학연계 공동연구의 형식으로 추진함.
■ 기대효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
- 경기침체 극복과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통상전
략 방향을 제시함.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사업
■ 주요사업내용
<세계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
- 극동러시아와 동남아 전문가과정,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이슈별 집중과정을 운영함.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
- 해외방문학자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함.
- 신흥시장국가의 유력 연구기관에 속한 학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함(총 10인).
<국내외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 MOU 체결을 수행함(총 7건).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운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73개의 신흥경제국에 대한 동향정보, 인물정보, 학술정보, 비즈니스정보, 통계정보 등
의 다양한 지식정보를 DB화하여 EMERiCs에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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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명칭을‘신흥개도국 지식정보포털’
에서‘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로 변경함.
-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웹사이트 오픈(2012. 4)을 시작으로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중동부 유럽 등의 주요 지역별 웹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구축함.
- 통합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전 세계 신흥지역을 망라하는 유일한 포털사이트로서 신흥지역 정보의 허브
기능을 담당함.
- 유관기관 콘텐츠를 지역별·국가별로 분류하여 One-stop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함.
- 유료정보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신흥지역에 관심 있는 잠재 이용층을 확대함.
■ 사업추진방법
<세계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
- 신흥지역(교육대상국가) 관련 언론자료, 연구보고서, 유관기관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내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와의 논의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교육대상국을
선정함.
- 해당 국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삼고, 주요 산업 및 최근 부각된 이슈에 대해 정보교환 및 학
습을 할 수 있도록 국내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함.
- 현지협력기관과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현지연수 일정을 수립함.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
- 원내심의를 통해 방문학자를 선정함.
- 멘토제를 실시하여 원내 연구자와 방문학자 간의 교류를 강화함.
<국내외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 신흥경제국의 유수 연구기관을 발굴하여 MOU 체결을 논의하고, 원내 검토 및 승인을 거쳐 MOU를 체결함.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운영>
- 지역별로 확대·개편된 사이트 운영의 안정화를 추진함.
- 콘텐츠, 기능, 디자인을 검수함.
- 업무협약체결을 추진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국내외로 확대함.
-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사업 및 기타 지역연구 관련 일반사업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함.
- 오프라인 사업결과물을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함.
-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를 활성화함.
- 전문가 참여 확대 및 각 지역별 전문콘텐츠를 집중 보강하고, 사이트를 홍보함.
■ 기대효과
<세계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
- 최근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국내 관련 정보가 희소한 신흥지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
- 중소기업의 임·직원 및 소상공인을 지역전문가로 육성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함.
- 민간 및 공공부문의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연구 기반을 확대함.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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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지역연구와 관련된 해외 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인적 네트
워크를 구축함으로써 KIEP의 신흥지역연구 역량 강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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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를 해외 여러 연구기관과 신흥지역연구자에게 널리 알려‘신흥지역연구의 허브’
‘세계
,
주요 Think
Tank’
로서 입지를 강화함.
- 매년『해외방문학자 연구보고서(KIEP Visiting Scholar’
s Paper Series)』를 발간, 배포하여 연구 성과를 확
산함.
<국내외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 MOU 체결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연구결과를 공유함.
- 장기적 상호방문 연계추진을 통한 기관 간의 협력 및 상호 인적교류 기반을 마련함.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운영>
- 대내외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역별(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
카·중동, 중남미, 중동부 유럽 등) 정보와 분석 자료를 광범위하게 축적하고 확산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국
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활용하도록 장려함.

한·미 관계, 북한 이슈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 주요사업내용
- 한·미 관계 및 한반도 이슈 정책연구사업: 워킹페이퍼 시리즈, Special Report, SAIS 석사과정생을 중심으
로 한 한·미 관계 연례 보고서를 작성함.
- 북한 경제 공동 연구를 수행함.
- US- K
 orea 연례 보고서를 작성함.
- 한·미 관계 인적, 지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한·미 외교전문가, 전·현직 관료, 전문가 및 학자들로 구성된
토론회 및 학술회의, 문화 행사를 통해 한·미 간의 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함(워싱턴 지역의 특성
과 이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 세미나를 실시함).
■ 연구추진방법
- 한국학 석사과정 확대를 통한 연구기반 확충을 추진함.
- 전·현직 국무부 관료와 미국 내 기존 한국전문가의 강사 초빙을 통한 외교 및 지적자산 활용을 수행함.
- 한국학 전공자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활용을 연구함.
- Visiting Scholar Program, High Level Discussion, Policy Dialogue Program을 통한 한·미 전문가 토론을
실시함.
■ 기대효과
- 미국 내 한국 이슈 전문가의 증가로 인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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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함.
- 미국 내 친한국 학술 연구 및 지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주요사업내용
<GPAS>
- 2012년도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확정함.
- 2011년도 운영결과를 검토함(외부회계감사 포함).
- 2012년도 1학기 운영결과 및 2학기 운영계획을 검토함.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 제5회 우수논문공모전: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2편 등 총 5편의 시상과 논문집을 발간하고, 시상식
을 개최함.
- 제6회 우수논문공모전에 대한 홍보를 시행함.
■ 사업추진방법
<GPAS>
- 8개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18개 지역(Full Package 4개, Special Package 14개)에 대한 지역연구 저변확
대 프로그램을 운영함.
- 각 국제대학원의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확정함.
- 운영결과 검토 및 회계감사(연 1회)를 시행함.
- 기타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함.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 제5회 우수논문공모전을 심사하고 시상함.
- 제6회 우수논문공모전을 홍보함.
■ 기대효과
- 일부 지역 중심의 지역연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역전문가를 양성함.
- 국가 및 교육기관 차원의 지역연구 수요를 충족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제대학원의 지역연구를 활성화함.
- 세계조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의 정책 분석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세계화에 기여함.

30

2
0
1
2
년
도
주
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지원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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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다자개발은행과 동북아개발은행(NEABCD) 관련 주제로 화상회의를 개최함.
-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함.
- 제21회 연례 동북아 경제포럼을 개최함.
-“The Track II Meeting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
(comprehensive report)를 제출함.
■ 사업추진방법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미국, EU 등의 정부기관과 유사 연구기관의 인사를 초청하여 동북아 개
발은행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 도출 및 동북아 경제통합 주제를 가지고 국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함.
- 국제무대에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함.
■ 기대효과
-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당위성 및 바람직한 설립 방향을 도출함.
- 협력기관과의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본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습득 및 외부연구진 활용 가능성을 제
고함.

전략지역 심층연구
■ 주요사업내용
- 인도, 동남아,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 산업, 자원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보고서와 연구자료 24권을 발간함.
- 공모를 통해 선정한 39편의 논문들을 4권의 논문집으로 발간함.
- 단기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의 지역연구 및 경제학 전문가를 초빙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
- 카자흐스탄, 터키, 인도, 스리랑카의 연구기관들과 MOU를 체결함.
-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원함(총 19회).
■ 사업추진방법
-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과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보고서 협동 연구를 진행함.
- 다양한 주제의 지역연구를 공모하고 위탁하여 논문집을 발간함으로써 신흥경제국 관계에 대한 관심을 제
고함.
-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지역)의 산업, 기업, 자원 및 경제정책 등의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하는 DB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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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기관들과 MOU를 체결함.
- 국제세미나를 정기 개최하여 한국과 신흥경제권 각국의 전문가들 사이에 연구성과 및 정보 교류의 장을
구축함.
■ 기대효과
- 신흥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확대하여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역량을 강화함.
- 전략국가(지역)와 장기적인 경제교류·협력 관계의 토대를 구축함.
- 국내외 지역연구자 간에 공유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함.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운영
■ 주요사업내용
- 중국 현지의 주요 연구기관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2년 12월 기준으로 7개 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함.
- 중국의 권역 또는 성(省)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 3회, 국내 세미나 1회를 개최함.
- 정보 네트워크와 인적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된 국내 최대 규모 및 최고 수준의 중국 경제 전문 포털사이트
인 중국전문가포럼(CSF을) 운영함.
- 한·중 수교 20주년, 12차 5개년 규획 등의 각종 특집 게시판을 오픈하고 주제별 중국 정보 제공에 주력함.
-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홈페이지(http://csf.kiep.go.kr/cprg)를 운영하고, 타 사이트와 차별화된 중국의
권역별 최신 정보를 제공함.
- 중국 지역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대외활동을 수행함.
■ 사업추진방법
- 전담 연구단을 운영함.
- 국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함.
■ 기대효과
- 권역별·성별 수준의 심층적인 중국연구를 통해 유관 정부기관의 정책수립을 지원함.
- 거대시장으로 등장한 중국 내수시장에 한국기업의 진출을 지원함.
- CSF,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중국 관련 현안대응체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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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사업
■ 주요사업내용
- Digital Library를 운영함.
·2012년 23개 기본과제 및 추가신규과제에 대한 참고정보원 조사제공 서비스 실시완료
·만족도 조사를 통해 2013년도 작업을 위한 개선안 마련
·최신경제동향 DB 업데이트
·
『해외주요기관자료속보』(Vol. 12, No. 1~51),『최근이슈별자료속보』(7회) 발간
- 정보자료를 수집함.
·신흥지역연구센터 확장에 따라 신규정보원 추가(21개국 35개 기관)
·신규정보원 수집(16,711건), 주요 기관 최신경제자료(583건)
- 정보관리
·온라인 DB 외부접속솔루션 업그레이드 구축완료
·정보이용교육 수요조사실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정보이용교육 실시(7회)
·청사이전에 대비한 서가점검작업 및 폐기작업 진행
■ 기대효과
- 한국경제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연구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 한
 국의 국제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을 통하여 국제경제 관련 분
야 연구자에게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연구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전산운영 사업
■ 주요사업내용
- 지식정보시스템(KINIS) 기능 개선을 통한 DB 축적 지식을 공유함.
·EDMS(문서관리시스템) 및 협업시스템 운영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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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KINIS 업무분석(국무총리실, 경사연 업무 협의)
·경영정보시스템 개선
·세부과제별 예산총괄현황 프로그램 추가
-W
 eb을 통한 연구실적 제공 및 이용자 중심 site를 구현함.
·모바일 웹페이지 개선 구축
·하이브리드앱 개발 후 안드로이드 마켓 등록
·IOS 앱 개발 후 앱스토어 등록
·KIEP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재구축
·SNS 이용자 확충 방안 마련
·KIEP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
·2012년 정보보안추진계획 보고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 개정 완료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사이버안전대책 매뉴얼 작성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관제 협력 업무
·부서정보보안담당자 교육(2012. 10. 30)
·DDoS 차단시스템 운영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12회 실시
- 전산장비를 유지 및 보수 관리함.
·PC 렌탈 80대 및 구형 PC 교체 완료
·전산장비 관리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운영서버, 스토리지 유지보수 계약
·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
■ 기대효과
- 연구업무에 활용할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중복 연구 방지와 질 높은 연구결과물을 생산하고
조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
- 대국민 경제정책 이해 증진과 이용자 참여를 통한 과제 개발을 실현함.
-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시스템 기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함.
- 전산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연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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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현안자료,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을 발간함.
·2012년도 출판물 편집형태 개발 및 정비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 시리즈, Conference Proceedings 등의 연구성과물 발간
- 연구성과 정보확산 및 저작권을 관리함.
·연차보고서 및 Annual Report 발간
·국·영문 보고서 요약집 발간
·국·영문 발간물 목록집 발간
·연구윤리 관련 원내 교육 진행
·발간자료 및 번역출판물 저작권 관리
·홈페이지 및 IKIS, 유관기관 학술정보 DB 등재
- 출판자료를 배포하고 관리함.
·기관 설립목적에 적합한 배포선 운용: 정책담당자 및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
·발간자료회원제(기관회원, 정기간행물회원, 연구자회원) 운영
·국내외 주요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발간자료 교환 확대운영
·국내 시중서점 총판 관리 및 온라인 판매체계 운영
■ 기대효과
- 연구성과물에 적합한 다양한 발간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및 학계, 기업의 대외경제정책 개발 및 국내
여론 형성에 기여함.
- 연구활동 및 연구성과물 출판을 통한 연구원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

대외홍보 사업
■ 주요사업내용
- 정보제공의 효율성 모색 및 전략적 통합 홍보 추진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 사업추진방법
- QR 코드, 비즈링, 어플리케이션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연구원 사업 및 연구성과를 홍보함.
- 연구원의 온라인 고객 분류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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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과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의 매체 통합 전략 및 실·팀 사전협의를 통한 홍보 활동으
로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함.
- 연구원의 연구성과 해외 배포 확대를 통해 해외 인지도를 제고함.
■ 기대효과
-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소통채널을 확대함.
- 온라인 고객 관리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 확대를 제고함.
- 사업특성별 보도전략 및 홍보전략 수립을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 해외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해외 확산에 기여함.

연구기획 사업
■ 주요사업내용
- 연구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함.
- 연구조정평가위원회를 실시함.
- 연구자문위원회를 실시함.
- 과제선정위원회를 실시함.
■ 사업추진방법
- 연구사업 기획·선정: 시의적절한 연구사업 기획 및 이슈를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함.
- 연구사업 조정·관리: 연구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연구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연
구관리를 추진함.
- 연구기초조사 및 수요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과제 발굴·선정위원회, KIEP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
함.
- 연구성과 향상 및 연구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평가를 추진함.
■ 기대효과
-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관리를 도모함.
- 연구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 및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
- 효율적인 연구사업 기획 및 조정을 통한 연구역량의 결집이 실현됨.
-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물의 산출 및 정책반영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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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KEI 운영
■ 주요사업내용
- 한·미 여론주도층 세미나(Opinion Leader Seminar)는 언론계 및 업계의 주요인사, 전직 고위공무원 및 정
치인 등으로 이루어진 한·미 여론주도층이 모여 비공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제발표와 함께 Panelist
위주의 허심탄회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한·미 간의 유대 강화에 기여함.
- Academic Paper Series를 9회 개최함.
- 201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주제로 ad-hoc 프로그램을 개최함.
■ 사업추진방법
-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한국 및 아시아 동향 관련 세미나 및 프로그램 개최 혹은 참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정리된 내용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송부 또는 조사·분석하여 보고함.
- 한·미 전문가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함.
- 다양한 형태의 포럼을 개최하여 미국 전역을 순회하기도 하며, 미국 정부관계자, 주미한국대사관 외교관
등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함.
■ 기대효과
- 한·미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함.
- 한국의 경제현황을 국익에 맞게 미국 현지에 홍보하고, 양국간 협상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함.
- 미국 내 지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 미국 내 긍정여론 조성 및 한·미 관계 증진을 통해 미국 일반 대중들의 이해증진에 기여함.

KIEP 북경사무소 운영
■ 주요사업내용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을 24회 발간함.
- 한중경제포럼을 6회 개최함.
- 한·동북 3성 경제협력 세미나 등의 세미나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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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네트워킹 활동을 수행함(중국 측 60건, 한국 측 90건, 기타 4건).
- KIEP 60건(출장지원 24건 포함), 정부 12건, 민간 29건, 언론 18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함.
- Korea Economic Bulletin 발송(총 11회), 국제상보 기고(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이슈), 양평섭 소장의
중국 법제일보 인터뷰(한·중 FTA는 동북아 안정에 기여), 채욱 원장의 중국 재경일보 인터뷰(한국의 동아
시아 협력 정책) 등의 한국경제 홍보를 수행함.
■ 사업추진방법
- 중국경제현안브리핑을 작성 및 배포함.
- 한중경제포럼을 운영함.
- 중국경제전문가 풀을 유지 및 활용함.
- 한반도문제 전문가 풀을 유지 및 활용함.
- 국제세미나 현지 개최 및 현장 지원함.
■ 기대효과
-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국 관련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함.
- 한·중간 연구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의 중국연구를 지원함.
- 한국경제 홍보사업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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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 주요사업내용
-‘2012 KIEP CEER International Conference’
‘
,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등의 대형 국제세미나 주관 및 38
건의 국제세미나 개최를 수행함.
■ 사업추진방법
- ADB, IMF, PRI, AMR, Nottingham 대학 등의 세계유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 국제경제문제에 관한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함.
■ 기대효과
- 주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국제기구 및 다양한 해외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취해야
할 최적의 전략적 선택을 도출함.

정책·토론 협의회
■ 주요사업내용
- 국내 정책간담회 및 협의회를 3건 개최함.
■ 사업추진방법
- 정부유관부처,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관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함.
■ 기대효과
- 주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취해야 할 최적의 전략적 선
택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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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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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구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을 탐색하고, 각 위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세계경제 위기의 완전한 극복 혹은 위험요인 잔존 여
부에 대한 평가와 위기극복 과정에서 교훈을 도출함.
-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인 유럽 재정위기, 높은 환율변동성,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 등에 따른 위험에 대
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연구역량을 집중함.
▶ 북미, EU 등 선진권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EU의 재정위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위기의 원
인과 대응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함.
- 선진국의 경기동향 분석, 유럽 재정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EU 거버넌스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개혁 평가, 일본의 대중(對中) 협력정책을 분석함.
▶ 한·EU FTA 및 한·미 FTA의 발효와 한·중 FTA의 개시 등 FTA 확산에 대비하여‘개방화 영향 평가와 대
응방안’연구를 추진함.
- 한국의 실정에 맞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북한 내 시장화 실태를 기존 체제전환국의 경험
을 평가하여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추진방안 및 세부과제 등을 분석함.
▶ 신흥지역의 각 지역(혹은 국가)별 주요 이슈에 대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며, 그밖에‘전략지역 심층연구’
등의 각종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KIEP 신흥지역연구센터가 국내 신흥지역연구의 허브 역
할을 수행함.
▶ 2012년 한국과 세계 주요국에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각종 현안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
한 분석을 수행함.
- 2012년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동시에 교체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국
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능성을 전망하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함.
▶ 2013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과 주요국별 협력 및 대응 전략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
는 데 기여하는 연구를 추진함.
- 중국(중국권역별 전략 포함), 동남아, 인도, 러시아, CIS,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 신흥지역별로 우리
나라의 협력방향 및 대응전략을 분석함.
-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20년을 회고하고, 향후 한·중 관계의 비전과 협력방향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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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시사점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시사점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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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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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무역이 가지는 양적인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인식하에 본 연
구는 1990년대 이후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주요국별 및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무역이 연도별 및 산업별로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제조업 사
업체 미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개방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무역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
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 40개국, 35개 산업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
여 분석한다. 아울러 총액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고 어떠한 차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다섯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
용유발계수는 낮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어 고용유발구성비는 높지만, 고
용유발계수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면서 고급인력이 수출보다는 국내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
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고용정책은 무역이 숙련도별 고용에 미치
는 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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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

년

고 있지만,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수출이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증

주

대되고 있으나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등에 따라 부가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증대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

요

다. 이에 따라 수출 총액에 집중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국별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하

연

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산업의 경우 소재 및 중간재의 국내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출이 고부가가치

구

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단기적 노동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의 재취업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교육 및 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프로
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단기적 노동(STW: Short-Time Working)을
지원하고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중
소기업의 수출시장 참여 혹은 중소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MEs)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무역자유화가 비숙련 근
로자의 상대적 고용 및 임금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함
께 무역 자유화 내지는 세계화로 인한 실직 근로자, 특히 비숙련 실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안전망 제도
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고, 이를 재정비·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및 기술개발전략은 무역의 부가가치와 연계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 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우리나라의 수출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하
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
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산업별로 수출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
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 ■ ■

정책 기여
•정부의 무역정책 수립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방안을 위한 정책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01 / 235쪽

최낙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진희 |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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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 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
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
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
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
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
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 ■

결론 및 시사점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총괄적인 측
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
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
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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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

년

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

주

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요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

연

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구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분야에서
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 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
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
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
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
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
서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
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
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
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
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
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서비스 지식 플랫폼’
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 ■ ■

정책 기여
▶ 연구진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정책수립 시 참고자
료를 제시함.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02 / 202쪽

김준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장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송백훈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덕근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통상금융센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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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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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
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
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경과 기간이 가장 긴 한·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다.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
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FTA
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귀
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그것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2011년
과 올해 발효된 한·EU, 한·미 FTA를 제외하고 한·칠레, 한·싱가포르, 그리고 한·ASEAN FTA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 ■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장기적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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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

년

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적 FTA 효과

주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FTA를 평

요

가할 경우 FTA의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절대적 근

연

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

구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결과적으로 기여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FTA는 신규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수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들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이들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
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투자 장벽을 완화함과 동시
에 Greenfield형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
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know-how)를 적극 습득함으로써 낙후된 국
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

정책 기여
•FTA의 효과 제고에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함.
•FTA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03 / 226쪽

배찬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김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장용준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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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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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
착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주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
점적 특성 등의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은 한국이 사용하는 물가지수가 무역자유
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2000년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
비중, 상품다양성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 ■

결론 및 시사점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
과, GDP의 약 0.3% 수준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Feen-

50

2
0
1
2

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년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

주

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

요

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

연

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

구

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
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
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로
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과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
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
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
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
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쟁환경
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필요시 병행 또
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
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정책 기여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개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제언함.
•무역자유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04 / 189쪽

▶ 연구진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정 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위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이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원
정윤선 |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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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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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
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
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 ■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
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
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의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
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이
었고,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
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이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
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
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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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

년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

주

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

연

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반면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

구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
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
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
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
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
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
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시된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
■ ■ ■

정책 기여
•효과적인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효율적인 R&D 예산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함.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05 / 315쪽

▶ 연구진
김영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장
김종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강준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김혁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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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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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개별 업체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에 대
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 관련 부분은 세계무
역을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국내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각종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
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 ■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녹색성장과 WTO 간의 조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
역제도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외부경제의 내부
화 방식의 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측면 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조성한
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직접투자는 녹색기
술 R&D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유인 저하 문제의 해소와 기초기술의 확산효과라는 정(正)의 외부성
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또한 친환경 상품 및 기술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소비자와 생
산자 간 환경 관련 품질정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상대국의 기
술규제가 수출기업에 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종류에 따라 해외수요에 대한 정보수집
이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수출기업에도 반드시
불리한 종류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에 수준이 존재하여 한 국가의 규제 수
준이 상대방 국가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표현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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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이나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

년

다는 점과 기술규제 도입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더라도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반하여 정당

주

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그 가시성은 다른 두 수단들에 비하여 낮다

요

고 평가할 수 있다.

연

다음으로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을 통해 다루었다.

구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의 분야별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분
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보았다.
국내정책별 조화라는 것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특정한 법령, 사업 등의 조치는 다자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한다. WTO 규범 준수 방식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녹색성장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다자
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
후변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화방식이 많은 국가의 공동노력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추
구하는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접근방식은 모두 무역과 환경 관련 학문 간의 교육 연구 교류의 활성
화, 국내 해당 부처간 협조와 같은 효과적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 ■ ■

정책 기여
•다자무역체제와의 조화를 위한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화 방안을 제
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06 / 277쪽

Sherzod Shadikhodjaev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서정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김민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이재형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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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1년 12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구
속 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온실가
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의 지향은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협
상전략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입장만을 수립하는 데에서 벗어나
신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
적 분석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설
명하고,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가지는 의
미를 논한 후에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안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라 감축과 지원에 대한 기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이전의 확산 효
과 지표의 개발이다. 넷째,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로서‘녹색개발은행’
의 설립이다.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는 MRV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대해서
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 MRV의 정교성 제고나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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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에 집중하여 구체

년

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통합 MRV 모범사례 도출 가

요

능성을 제시한다.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연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

구

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속성을 갖는 자본유
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감축 및 지원 효과를 가질 확률에 따른 보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
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이질성 완화를 강조하는데, 기
술이전은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비하
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이전이 감축행동을 촉
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가 기술 확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기술이전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시장 메커니즘의 역할 확대
에 주목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기구는 기후금융(climate finance)
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개도국 간 협
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와 GCF
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 ■ ■

정책 기여
•신기후변화체제 하에서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대안 확보와 국제적으로 유력하게 받아들
여질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논거를 제공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07 / 181쪽

서정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박혜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조명환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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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9년 이후 성장률이 회복하는 모
습을 보였으나, 2009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로지역 17개 국가들 중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에 번지면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유럽 재정문제의 확산이 선진국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불러오고 있다. 신용등급의 강등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을 상승시켜 재정운영을 힘들게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해당 국채에 대
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국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국채조달비용을 상승시키게
되며,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정부부채 운용목표 중 하나인 안정적인 중장기 정부부채
조달을 곤란하게 한다. 결국 재정위기로 인해서 신용등급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신용도에 따라서 국가부채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국가채무의 수준에 따
라서 국가 신용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므로 국가채무와 국가 신용등급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 ■

결론 및 시사점
신용등급의 정의와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화를 파악하고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본다면, 신용등급은 상승할 때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움직였으나, 하락할 때에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국제통화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이들 국
가들도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경우
신용등급이 급락했으며, 이로부터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
하는 국가들은 신용등급이 높았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은 국채에 대한 이자율 및 CDS 프리미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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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고, 위기 중에도 변동성이 적었다.

년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결정요인을 선형 패널(Linear Panel) 및 로짓 모형(Ordered Logit)으로 분석

주

하고, 이중 국가채무의 영향과 외채, 단기채무, 외화부채, 국제통화 보유 여부 및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

요

락기의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하였을 때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신용등급은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연

에 의해서 부채가 조달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컸으며, 외화로 채무가 조달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을 더

구

빠르게 하락시켰다.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다른 신용등급 결정요인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신용등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지 않았다.
OECD 국가들 중 신용등급의 변동이 심했던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동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설명변
수의 변화가 어떻게 신용등급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면,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총부채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상승한 경우인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국가채무가 크게 늘
지 않아 거의 영향이 없었다. 상승 혹은 하락한 경우 모두 1인당 국민소득, 금융위기 발생빈도 등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채
무의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낙인효과라고 할 수 있
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재평가 받은 것이며, 국민소득의 증대, 경상수지의 개
선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채무량의 관
리, 외채관리, 외화부채 관리, 발행규모 관리 등과 더불어 통화국제화 추진이 제시된다.
■ ■ ■

정책 기여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08 / 159쪽

허 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위원
안지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양다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59

K
I
E
P
연
차
보
고
서
2
0
1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
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
기의 극복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거시·금융 정책을 펼쳐 왔으나, 이러한 경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양
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
행하였던 거시·금융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
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다.
■ ■ ■

결론 및 시사점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기간 시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이 위기의 확산과 심화를 막아 위
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된 측면도 있으나,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향후 선진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금융 지급 과정에서의 대마불사 논란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향후 선진국 금
융 산업의 위험추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구제 금융은 시장원리에 따라 마땅히 구조조정되었
어야 할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킴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불안을 제어하기 위해 선진국은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하는 등 금융 건전성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
을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유로 지역은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안정목표에 가장 충실한 통화정책
을 펴고 있다. 이러한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 심화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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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초기에 각종

년

이자율의 수준을 낮추어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그 효과는 점차 작아

주

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분석 결과 제1차 양적완화(QE1)의 효과가 가

요

장 컸고, 제2차 양적 완화(QE2)의 효과는 QE1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

연

과는 QE2보다도 작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크

구

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망감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야
기될 수도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선진국 재정승수의 비교 평가가 있다. 동태 패널 벡터
자기상관 추정(Dynamic Panel VAR Estimation)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승수는 이
전 수준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장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채무의 수준별로 재정승수를 분석하면,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
의 경우 단기적으로도 재정승수가 0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는 음(-)의 재정승수가 추정되었다. 따라서 글
로벌 금융위기 중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은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선진국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재정건전화 정책이 수반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세계경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구제금융과 양적완
화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선진국 금융 산업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부실 청산의 지연으로 인해
그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산물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향후 개발도상국의 외환시장과 자산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향후 수년 동안은 주요
선진국 거시정책 수단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새로운 경기 침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선진국의 경기 변동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 ■ ■

정책 기여
•위기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금융정책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09 / 159쪽

이동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편주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양다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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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
다. 또한 각국이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
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전 세계적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로 인해 외환시장의 위험에 상시적
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외환 리스크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
■ ■ ■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환노출 분석 결과,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양의 환노출을 보였고, 음식료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융 등은 음의 환노출을 보였다. 또한 시차변수를 추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위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차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비해 환노출을 보이는 업종의 수가 11개
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선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적 헤지
비율이 적어짐에 따라 헤지 유효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헤
지 유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었지만, 줄어드는 폭은
매우 작아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환보험
시장을 민간부문에 개방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한 환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환리스크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호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외환포지션 관리에 대한 일
일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통화 국제화를 헤지에 적절히 이용하여 외환 관련 파생상품을 외국에 판
매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국 개방경제이고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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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웨덴은 기업들의 외환 포지션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년

아니라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

주

업이 고도로 발달된 영국은 기업들의 헤지정책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요

파생상품 거래 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

우리나라 기업의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구

금융상품의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환리스크 지식공유 시스템 마련,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제도적 요구
및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환헤지를 위한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대외
부채에 관한 환리스크 포지션에 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원화의 국제화를 추
진하는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가치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파생상품의 정보전달 및 공개 시스템 도
입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치나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충분
히 이해하여 금융시장을 통한 환리스크의 헤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파생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업들에 공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공개는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과감한 보험산업의 민영화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이 공공
재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담급증을 우려하여 범위 선물환 상
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수출입 기업들로서는 환헤지를 할 수 있는 시장상품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여러
형태의 환헤지 상품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었던 것은 호주의 통화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었다. 자국통화를 이용하여 헤지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화 추
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 ■

정책 기여
•해외 환헷지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며, 우리나라 환헷지 시장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0 / 181쪽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박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강삼모 | 동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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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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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존의 재해 관련 연구는 재해에 대한 사전적(ex ante) 대응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국제적인 재해 관
련 연구기관인 콜로라도 주립대의 자연재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해를 예측하
고, 물리적 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해 관련, 특히 지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당시 그 규모와 피해수준
에 대해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였으며, 재해방지시설은 재해의 규모가 커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전대비가 불가한 대규모의 재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재해 발생 직후의 응급
조치부터 복구까지 관련된 미시적 부분부터 거시적인 부분까지 다방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리고 재해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경제적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해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의 범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 ■

결론 및 시사점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
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
(동일본 대지진과 미국 9·11테러), 약 10%의 비정상적 누적 주식수익률의 하락(동일본 대지진)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는 재
해의 특성, 재해 대응방식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직접적 피해가 인명에 집중되었던 쓰촨성 대지진과 9·11테러는 상이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중국경제에 미쳤던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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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쓰촨성 대지진은 오히려 피해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

년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9·11테러의 경우 피해를 입은 인적 자원이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전문

주

직이 대부분이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재해 이후의 대응

요

방식이 미비하여 경제적 영향을 악화시킨 경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허

연

리케인 카트리나는 재해 발생 분기에 약 1%의 수출하락만을 불러왔으나,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

구

자 증가는 허리케인 발생 3년 이후까지 평균 약 0.5%의 경제성장 하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재해 발생 이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해복구속도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9·11테러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 미국과 일본 경제는 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외부
충격의 발생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주요한 사건이 되었고, 특히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외부충격이 주변국가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동
일본 대지진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 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재해 이후 1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본 연
구를 통하여 증명된 효과들은 철저하게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산업별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외부충격 이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재해 발생으로 타격을 받았던 주요산업, 재
해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던 재해 관련 산업, 재해 발생국으로 수출하는 산업 등이었다.
충격으로 인한 전 산업의 일시적인 하락은 재해 발생 이후 약 1~2일까지만 유효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외
부충격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에 근거를 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가령 우리나
라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질 때 그 피해
와 부작용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의 발생빈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일단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 구축과 재해방재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 실행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

정책 기여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1 / 209쪽

박복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장
박영준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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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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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
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
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
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
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
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
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 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
한 대규모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
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
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
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
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
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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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결론 및 시사점

주
요

유럽 재정위기 이후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
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연
구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
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 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
은‘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
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
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
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
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
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
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

정책 기여
▶ 연구진

•유로존의 장기개혁 방향과 향후 변화 전망을 고
찰함으로써 국내 경제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함.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2 / 208쪽

강유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김균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오태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이철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이현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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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
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중·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
를 검토한다. 이는 한·중·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
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여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중·일 경제협의
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장기적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한·중·일 경제협의체’구상을 제안한다. 한·중·일 3국은 이미 APEC
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지만,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중·일 경제협의체가 협의 의제
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
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
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
협력체에 비해 넓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
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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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

년

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주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

요

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개선, 국제

연

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구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중·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
는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중·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장관급회의
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급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
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
에서 한·중·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중·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중·일 경제
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정치적 의지’
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중·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즉 한·중·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
제공동체 형성 및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
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 ■ ■

정책 기여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3 / 246쪽

이창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방호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원
나승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원
이보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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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2
0
1
2

■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
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 위
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
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
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의 다
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 ■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최빈국에 대한 원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허성 차관 비중이 높아
최빈국에 대한 지원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최빈국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빈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조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들의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고
용확대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구축과 능력배양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단일(one-size-fits-all) 개발모델은 없기 때문에 최빈개도국은 다른 나라의 다양한 개발경험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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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고려하여 자국의 개발수요에 적합한 모델을 스스로 개발해야 하고, 최빈국이 스스로의 우선순위

년

와 빈곤퇴치, 국가전략에 적합한 개발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

주

서 한국은 우리의 개발 경험 등을 활용하여 최빈국의 성장기반과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능력 배

요

양 및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연

또한 최빈개도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기반 확대가 중요하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분야

구

별ㆍ주제별 전문성의 활용과 정책간의 통합 및 연계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다양한 부처와 기관, 시민사
회, 학계 및 개발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국제개발
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발판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개발협력정책 차원의 일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을 뿐이다. 정부 부처 간의 개발에 대한 관점을
조정하고 일관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채널을 강화하면서 개발정책과 밀접한 연
관성이 있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최빈국에 대한 지원전략은 단순히 ODA 지원을 넘어서서 개발협력의 연계성을
고려해 최빈국 특혜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부채탕감, 기후변화 적응지원 등
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일
은 ODA 정책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최빈개도국이 무역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장접근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 최빈국의 무역확대는 물론 외국인직접투자도 유인하는 효과가 발생되
어 최빈국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구성된 양자간 협의체를 활용
하여 최빈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 ■ ■

정책 기여
•최빈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 및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최빈국에 대
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성 제시에 기여함.
•타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4 / 230쪽

권 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주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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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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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G2 시대에 즈음하여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새로운 대외 경제협
력 정책을 수립하여 국익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은 일본
의 직접적인 대중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전략을 동시에 고려하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중 간 경쟁 혹은 협력 양상까지 고려할 때 유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여 대중 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왔는지 고찰하고,
이를 통해 일·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
라의 대중 경제협력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네 가지로 도출된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
서 FTA나 위안화의 국제화, 금융협력 등 일련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이 지
역을 둘러싼 일·중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양자간 및 다자
간 FTA 논의에서 일·중 간 주도권 경쟁은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제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와 협상 예정인 한·일 FTA, 한·중·일 FTA 그리고 RCEP를 동시에 고려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관점
에서 중국과의 금융·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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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중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년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중국 내 고급소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 정보

주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제공,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

요

한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시장인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

연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본

구

기업들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최종재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첨단 전자부품·소재에
대해서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한·중 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 원활화와 이러한 분업구
조를 유지 또는 심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한·중 간 수출산업구조가 비슷해짐에 따라 한·중 기업 간 협력
증대 등 새로운 산업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대중 투자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업종별·지역별·산업별로는 비제조업에 대한 진출 확대, 중서부 지역에 대한
제조업 진출 활성화, 차세대 자동차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리스크 대
응의 차원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간에 상생(win-win)할 수 있
는 협력 분야 발굴,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방침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정책대응 등이 요구된다.
넷째 , 우리 정부는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시
장여건상 해외진출이 필요하고,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산업협력이 2, 3년 내 단기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일본정부가 추진하
는 국내 지원체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지원
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중국 관련 인사의 초청 연수와 국내 전문가의 중국 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포럼 개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펀드 조성까지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 ■

정책 기여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강구 및 중국과의 금융·통화협력 강화를 제언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5 / 277쪽

김규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위원
이형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김은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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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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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시화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도시화
율은 2011년 현재 51.3%이다. 국제적 전례에 비추어 보면, 도시화 진행 속도는 50%를 돌파할 때가 가장
빠르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2010년 신규 도시 인구가 사상 최대인 약 2,5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런 추세라면 중국은 2015년까지 도시화율을 51.5%로 끌어올린다는 제12차 5개년 규획의 목표를 초과달
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시 인구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의 탄생을 가져온다. 농촌 주민의 소비성향 및
품목과 도시민의 그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도시화 자체가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 상향을 전제로 한
다는 점에서 양적인 팽창도 가져온다.
도시화는 건설시장에도 거대한 기회를 창출한다. 매년 늘어나는 신규 도시민을 위한 주택용 부동산 개
발뿐 아니라 상·하수도, 가스, 환경, 교통 등 각종 사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인접하여 중국을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도시화가 가져올 이
러한 시장 기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간재 및 가공무역 위주의 대(對)중국 교역 패턴을 가
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패턴이 고착되기 전에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차이나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도시화가 어떤 리스크를 가
져올지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도시화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생산요
소 투입 분석 측면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변화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도시화의 제반 측면을 살펴보면서 특히 중국의 도시화가 가져올 소비와 건설
의 시장 기회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와 아울러 리스크 모니터링 측면에서 생산환경을 둘러싸고 도시화
가 초래할 변화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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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결론 및 시사점

주
요

중국 소비시장의‘핵심소비계층’
은 소득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소비층이므로, 이를 우선적인 마

연

케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2020년까지 식품·의복·주거와 관련된 기초소비시장은

구

약 2.4배, 서비스소비시장은 3.6배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시장 못지않게 서비스시장을 적극 개척
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대규모 소비시장’
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계층과 소
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잠재된 소비시장’
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내륙의 주
요 거점지역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점 진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해외 선진 기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
국 도시 개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계 업체들은 중국 도시건설 시장에 본격
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간 합의 채널을 심도 깊게 구축하고 다원화하고
한·중 FTA를 중국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친환경이나 스마트 그리드, 행정수도
건설 등을 테마로 한국형 도시 건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하수처리 부문에 신규 건설 투자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도시 인프라 건설 시장은 현재 유
지보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부 연안 지역과 신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부 지역, 미래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내륙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도시화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의 생산 요소 가격은 증가할 것이지만, 이것이 곧 제조업의 중국 이탈
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서부 지역 등 중국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 기지를 찾는 한편 전문 공
업단지를 찾거나 우호적인 토지 사용권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재중국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는 2020년경을 염두에 두고, 이
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정책 기여
•급변하는 중국의 여건에 따른 능동적인 대중국 무역투자 정책의 수립에 기여함.
•한·중 FTA 협상 관련 중점 산업 및 정책 작성에 기여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6 / 237쪽

최필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이상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ㆍ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문익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나수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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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2
0
1
2

■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 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며,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중국 특허의 새로운 분류를 통한 특
성, 중국 기업의 역혁신과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 ■ ■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의 혁신기업과 첨단기술산업기업들의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특
히 중국의 3차 특허법 개정 이후 중국 내 특허 출원과 등록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추격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유형별로 다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역혁신 사
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은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첨
단기술산업의 중국기업 성장에 대비한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
다. 또한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에 대
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구체적
인 새로운 혁신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특허분쟁 등도 대비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 내 연구소를 설립할 역
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또는 정부 연구소 활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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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

년

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계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은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

주

원·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업들도 중국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요

한다. 또한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 혁

연

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신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글로벌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각

구

각 다른 대응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
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한중 기술표준 협력 방향등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아직 본격
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나 범용기술 영역에서 높은 발명특허 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
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도 중국-독일 사
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 및 산
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한중 기술표준 협력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 ■ ■

정책 기여
•중국기업의 R&D 투자와 특허 분석을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함.
•중국기업의 역혁신 전략 분석을 통한 향후 정부의 역할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7 / 235쪽

문익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나수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여지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박민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은종학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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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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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
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을 체
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
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
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에 중
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
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
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

결론 및 시사점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
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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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

년

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

주

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

요

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연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구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
역과의 협력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우선 한·중 FTA에 CEPA의 보충 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해야 한다.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
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에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
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
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
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하나의 중국’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 ■ ■

정책 기여
•중화경제권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모색, 대중국 통상정책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8 / 212쪽

양평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장
이승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문익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여지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노수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
연구단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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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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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0년대부터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막대한
규모로 실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CIS 지역 중심에서 EU, 미국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별로 투자의 패턴이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금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는 한국이 아직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
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일방적인 대러시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러시아 투자 유치 확대는 비단 경제
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
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
후 한국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 및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외에도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러시아 기
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면담 및 정성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 ■ ■

결론 및 시사점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은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
원·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or created-asset-seeking)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설문조사 결
과에서도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대한국 직접투자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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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직접투자를 유

년

치할 수 있는 유망분야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주

우선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유망분야로 네 가지 분야가 고려된다. 첫째, 러시아 방산업체를 꼽을 수 있

요

다. 둘째, 시장지향형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 유치이다. 셋째,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기업에 대해 투자 유

연

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다.

구

이러한 각 분야에서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
용투자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이때 한국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 유치정책을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기존 투자 유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러시아에 있는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시회에
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교연구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넷째, 러시아 사업가들에게 한국의 투자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한·
러 기업인 간의 교류채널을 확대하고,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성공적
인 대한국 투자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적어도 하나의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실행될 경
우,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제
3국으로 공동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한다. 일곱째,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는 양국 관계의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 ■ ■

정책 기여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파악하여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
안을 제시함.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전략과 관련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진출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한국과 러
시아의 바람직한 투자협력 정책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19 / 294쪽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이성봉 |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Alexey Kuznetsov | 러시아과학원 IMEMO 유럽연구센터 소장 및 교수
민지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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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
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
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
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
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결론 및 시사점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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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

년

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

주

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요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

연

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

구

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대(對)아세안 연계성 TF’
도메
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
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야 한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한국특별펀드(KSF)’
를 조성
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
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한·
메콩 비즈니스 포럼’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 ■

정책 기여
•메콩 지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20 / 260쪽

김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이재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신민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박나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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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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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
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
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
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
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공급측 요인’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 ■ ■

결론 및 시사점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
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
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
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에서도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
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
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
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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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

년

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

요

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

연

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

구

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
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
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
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
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
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
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
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인력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

정책 기여
•동남아 주요 인력송출국별 양자노동협력 방향을 제시함.
•단순기능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별하여 동남아 인력 유입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21 / 203쪽

오윤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허재준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대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김유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신민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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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
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
가포르, 중국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
서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의 1/10,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의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각
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발굴·제시
하였다.
■ ■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대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인도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여 양자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
해야 한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
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한·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
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구축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나
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개편
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
해야 한다.
둘째, 한·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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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물론 인도국적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업

년

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의 조기 개최가 무엇보다도

주

중요하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를 특히 국내 중소 IT기

요

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인도 CEPA

연

에서 확보한 발효 후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구

필요한 부문이다.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한 부수협정 체결 또
한 시급하다.
셋째,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
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
야 할 과제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물론 M&A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KOTRA, 중소기업
청 등을 통하여 세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
처 및 각종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
을 지원하여 진출기업 DB를 구축하고 투자 진출 지원센터 및 대정부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의 거대한 인프라 개발 부문 진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일본 등이 주도
하는 대규모 ODA 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
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지원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인도 내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
서의 참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접 인도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공단을 개
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이 외국기업과의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주정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 ■ ■

정책 기여
•대인도 경제협력 체제 정비, 중점지원 분야 및 정책, 한·인도 CEPA 개선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연구진
조충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ㆍ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송영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ㆍ남아시아팀 연구원
최윤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ㆍ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 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정혜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22 /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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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세계적인 자원난과 중동 사태로 자원개발 대안시장으로서 중남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
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안데스지역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대표적인 자원개발 대
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 국가들의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을 인식해 다각도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
지 진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 전략 부재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
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3국이 중남미 자원개발시장은
물론 세계 자원개발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협력 전략 수립을 통한 진출이 시급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
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
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
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안데스 3국이 자원부국이라
고 해서 지나치게 자원협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현지국의 거부감을 살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
에서도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
치·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
도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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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결론 및 시사점

주
요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방향은, 우선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연

주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최근 안데스 3국에서 국가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생산자

구

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이 국유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지에서 수행되
고 있는 사업 중 90% 이상이 정부 발주 프로젝트다. 이 같은 안데스 3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특수성을 반
영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은 정부 간 협력이 중심이 되고 민간기업의 진출이 뒤를 따르는‘선(先) 정부 간
협력, 후(後) 민간기업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과 안데스 3국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 호혜적이
며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셋째, 협력의 범위 면에서 한국과 안데스 3국 간의 경제협력은 포괄적 협력
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국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은 우리 기
업의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
안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
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
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의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
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
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된다.
■ ■ ■

정책 기여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
능한 협력 대안을 제시함.
•안데스 자원부국의 자원개발 잠재력, 객관적인 정치경제적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국가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기업에 올바른 투자 좌표를 제공함.
•안데스 3국이 모두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
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23 / 287쪽

권기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장
김진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이시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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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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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들어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이 중동에서 목도되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
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
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
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
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
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 ■ ■

결론 및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
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
속적 갈등이 예상된다.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
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다.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
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한국은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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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

년

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

주

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
연

■ ■ ■

구

정책 기여
•우리나라의 기존 대중동 협력 현황과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 이후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
력 확대 방안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24 / 343쪽

한바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최필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윤서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전문연구원
손성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박재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전혜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이시욱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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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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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서 진출 경험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자금력, 외교 및 문화적
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역량이 한참 뒤떨어진다.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는 해외건설시
장의 다변화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아프리카를 새롭게 주목하고 있으나, 정
작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우선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의
현황과 특성을 기회 및 위험요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가장 공세적으
로 접근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진출 현황 및 전략 또는 그 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과 주요 경쟁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 정부나 기업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나 교훈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역량 범
위에서 동원 가능한 진출확대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 ■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적극 나서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들과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자금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주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시장에서 많은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외국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자원 메이저와의
협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에는 다수의 오일 메이저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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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개발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처이다. 따라서 석유개발과 관련된

년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방안

주

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

셋째, MDB 차관 사업 수주가 있다.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DB 사

연

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원스

구

톱’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과 MDB 근무 경험자들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DB 전문가 풀’
을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MDB 발주 인프라 조달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격 및 정책, 업무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등에 대한 충
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준비단계(preparation)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컨설팅 참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을 설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component)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
설팅 서비스와 설비, 장비 등 물품조달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넷째,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사안이다. MDB 사업은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MDB와 수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입찰정보는‘낡은 정보’
로그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있다. 아프리카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불예측성이 특
징이므로 정부와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사업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입
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므로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와
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인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정책 기여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진출방안 또는 정
책대안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25 / 268쪽

박영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장
곽성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부연구위원
전혜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장종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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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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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재 북한은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 시장은 당국의 억압
속에서도 성장하여 왔고, 일반 북한 주민들은 많은 부분을 시장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시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며, 시장화가 진행될수록 북한 당국의 통제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거의 동구권 국가들이나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장화의 확산은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촉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시장화에 대한 연구가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탈북자의 설문에 의존하
거나 적합성이 부족할 수 있는 거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 전체 인구를 조사하여 작성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를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 ■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83%에 이르며, 이러한 수치는 체
제전환을 이룩한 과거 사회주의 나라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높은 비공식 경제 참여율은
개혁 초기에 비공식 경제에서 이익을 향유한 기업이나 가계에 의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높은 비
공식 경제 비중은 체제이행 초기에 기업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개혁에
불리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제발전 정도가 낮아서 급진적 개혁의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접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경학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불리한 초기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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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의 시장화를 유도한다기보다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효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주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 속도는 초기에는 양의 관계를 보이

요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의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체제이행 초기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

연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체제이행 초기에 시의적절한

구

정책으로 북한이 효과적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이 있다.
■ ■ ■

정책 기여
•북한경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과제 및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함.

▶ 연구진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2-26 / 224쪽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김병연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 석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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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연
구

■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연구자료 12-01 / 98쪽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994년 NAFTA를 통해 미국과 최초로 FTA
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험이 각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험에서 생
산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멕시코와 NAFTA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분야별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FTA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배찬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김진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2-02 / 133쪽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불명확성(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융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양하고 주식금융(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금융체계를 운영한다.
▶ 연구진 강대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연구자료 12-03 / 123쪽

중·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서비스 양허안은 기존 중국이 체결한 어떤 무
역협정보다도 폭넓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개방양허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체결 이후 2012
년까지 9차례의 보충협정을 체결하면서 매년 개방의 폭을 넓혀왔기 때문에 중국 서비스 부문 개방의 단계
별 전략과 개방의 상한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심층적 분석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중·홍콩 CEPA를 포
함하여 현재까지 체결한 중국의 모든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을 분석함으로써 ① FTA 협상 방식, 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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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양허 방식, 그리고 ③ 양허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연구진 여지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박민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연구자료 12-04 / 78쪽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을 ① 역내금융협
력, ②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기한 FTA와 역외 국가들과의 연계 확장현상, ③ 한·일 양국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구조변화 및 그에 따른 도전적 과제들을 조명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한·일 양국이 역내에
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경제를 지닌 국가로서 양자간 공식적 FTA가 발효될 때까지 지연하지 말고 협력적 양
자간 FDI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하는 데 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바
로 이웃이라는 점과 세계적 제조업기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경간 가치사슬
현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간 상호 FDI 촉진은 양국이 대내적으로 안고 있
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6중고’때문에 해외투자를 기획하는 일본의 다
국적기업들은 한국을 최우선 해외투자 선호 지역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안충영 | 중앙대 석좌교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정성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위원

■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연구자료 12-05 / 273쪽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ODA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시각을 통하여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
색해보았다. 유럽학자들은 유럽의 오랜 ODA 정책경험과 발달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물론 유럽에 대해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모델로서가 아니라 선험자의 경
험으로부터 실수는 피하고 필요한 것은 취한다는 맥락에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럽의회의 사례를 통하여 정부와 ODA 기관 중심의 개발지원정책을 지향하고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책목표를 객관화함으로써 시행기관들의 단기적 이해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해 있는 ODA 기관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법기관은 필요시 정책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독일의 ODA 경험은 이미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2차대전 이후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
다.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경험과 역내의 경제적 영향, 그리고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지향
적 산업구조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독일이 겪은 문제들이 우리나라가 마주하게 될 문제들과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ODA 관련 기관들의 조직, 정책기관의 구조, 재정공급 방식, 개발지원정책의 수
립과 실행과정 등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험도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그 중에서도 사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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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개발지원 정책과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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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 이미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협력하거나 OECD
주

의 DAC와 협력한다면 이러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로 중국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르면 중국은 많은 개발지원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여 초기에는 지원금 때문에 환영을 받았
지만, 이후에는 아프리카 시장을 장악하고 환경을 유린한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요
연
구

중국과 달리 환경을 중시하고, 약탈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중심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
가 있다고 제언한다.
세계은행이 베트남을 지원한 사례로부터는 수요자 중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세계은행을 비롯한 모든 지원기관은 베트남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돈이든 지식
이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존의 공여국이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개발지원이 효
율적으로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의 북한지역 지원 사례를 통해 북한이 지원을 수용하거나 거부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북한에 지원할 때에도 국제기구나 선진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
존 서방의 공여국들과 신흥공여국들 간의 접근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Charlotte Bué | 유러피안 커미션 DG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uropeAid 부서 정책관
Jean-Pierre Cling | 파리 제13대학 경제학 교수
Jean-Jacques Gabas | CIRAD 선임자문위원(senior consultant)
Camille Laporte | 프랑스 Agency for Development
오용협 | 브뤼셀 소재 로마클럽 정회원(full member)
Chaponnière Jean Raphael | OECD(CAD) 중국그룹 부의장
Mireille Razafindrakoto | DIAL(Développement, Institutions et Mondialisation) 연구부서 회원
François Roubaud | DIAL(Développement, Institutions et Mondialisation) 연구부서 회원
Michael H. Thiede |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evaplan GmbH International Health 선임건강경제학자

■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연구자료 12-06 / 147쪽

현재 전략적인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향후 20년간 약 3억 명의 인구가 신규로 도시에 편입될 전망
이며, 그들이 생활할 주거·상업 공간 조성과 소비할 재화·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각종 개발수
요 및 내수시장 확대가 예견된다. 또한 중국은 성(省)별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
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중국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도시개발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사례를 정부간 협력을 통한 진출과 민간기업의 개
별 진출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진 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최필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노수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김홍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오종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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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2-07 / 130쪽

최근 중국의 노무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대중 투자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환발해지역에 초
점을 맞추어 노무환경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환발해지역 노무환경 변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노무환
경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노무환경의 변화가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환발해지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기업의 투
자입지 결정, 생산기지 이전, 대응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연구진 김부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이상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임민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연구자료 12-08 / 127쪽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의 증진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최대 수
출시장인 중국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미래 최대 소비시장을 선점하는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 간 교역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한·중 FTA에 있어서 비관
세장벽 제거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연구진 이상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김부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박진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여지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이상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임민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 중국 상하이(上海)시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연구자료 12-09 / 132쪽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성향이 변화하면서 최근 중국의 고급소비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최대의 고급소비재 시장인 상하이 시의 의류,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외 기
업들의 전략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경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연구진 노수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허시유 | 중국 푸단대(復旦大)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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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년

연구자료 12-10 / 127쪽

현재 세계 유통시장에서 중국의 중요성과 위상이 급격히 증대되고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자 유통업체에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연해 대도시의 유통시장 환
경 악화로, 이 지역에 진출한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매장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내륙지

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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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소비시장 성장, 양호한 경쟁 환경 등으로 인해 내륙시장에 진출하는 외자 유통업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부 6개 성(省)의 소매시장 규모 및 주요 소매업태, 역내 주요 소비시장의 지역적
분포, 중부지역 로컬 유통업체의 영향력 및 특징, 외자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전략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
국 소매유통업체의 진출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진 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박진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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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oductivity: Theory and Evidence
WP 12-01 / 45쪽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
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
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productivity)을 다루는 Melitz(2003) 모형을 기초로 산업별 비교우위의 특
성을 고려한 Bernard, Redding and Schott(2007)와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한 Irarrazabal, Moxnes and Opromolla(2009)를 동시에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모형을 확장시켰다. 이론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모국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
타났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2∼20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성, 수출, 해외
직접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기법으로는 주로 고정효과
모형을 고려하였으며, 내생성 및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는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실증분
석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시적 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age)가 높은 산업에
서 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 연구진 장용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현혜정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조교수

■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and Possibl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WP 12-02 / 116쪽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방안으로 다자간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s)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설립될‘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
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탁기금 설립 방
안과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였다. 남북한 관계 진전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비
하여 한국과 주변국은 효율적인 대북 경제지원 추진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
에 주변국과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원조조정의 주관기관인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고 의미 있는 자금지원을 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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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한국과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다자간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2
년

있다.‘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
의 설립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조달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공여국(단체)들이 공동으로 대북 원조점검 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평가와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어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한경제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
을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고, 200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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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
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개도국 및 분
쟁지역 신탁기금 사례로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탁기금이 조성된 팔레스타인 지역과 체제전환 과정
에서 상당 부분의 공적원조를 세계은행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을 통해 조달한 베트남에 대해 분석하
였다. 보고서는 대북 지원 신탁기금의 설립 절차를 모색하면서
‘북한개발지원그룹(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과 같은 국제협력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국제협력체‘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운영
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관리 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북 지원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을 파악하고, 북한이 신탁기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 연구진 이종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장형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A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WP 12-03 / 46쪽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대이란 양자 제재의 효과성이 떨어지
자 제3국의 에너지 부문 대이란 진출 및 교역을 막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맺는 제3국 기
업을 제한하는 3자 제재(triadic sanction)를 도입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
재법」과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3자 제재를‘triadic sanction’
이라고 명하고, 이를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다. 특히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 통과 후 약 10여 년 동안 실제 제재대상 기업을 처벌한 경우
가 거의 없었던 이유를 비반복 게임의 특징을 들어 설명한다.
또한 미국, 이란, 제3국(혹은 기업) 간의 경제의존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 시행대상 선정과 제3국의 제재
이행정도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과 제재대상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여타 기업을 묵인
하고 Zhuhai Zhenrong Company를 제재위반 처벌대상에 올린 것은 이 기업을 제재한다고 해도 미국에 거
의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 연구진 한바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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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ion Cycles and Stock Market Reaction: International Evidence
WP 12-04 / 40쪽

본 연구에서는 16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거 전후 1년간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① 선거 전 1년 동안은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아졌으며, ② 주
식수익률 변동성 수준은 선거 기간(선거 전 1년)에 오히려 비선거 기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③ 그러나 선거
일이 있는 해당 달 혹은 직후 주식수익률 변동성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
는 본 연구가 Pantzalis et al.(2000)과 Wisniewski(2009)에서 추정한 변동성의 동태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확
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연구진 안지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박철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Korea’s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P 12-05 / 38쪽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물가안정, 외환시장과 자본이동에 관련된 정책들을 시
행해왔다. 한국은행이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기위축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해 유
연한 태도를 보여줘, 금융위기 전후 물가수준은 제시된 목표 수준을 지키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은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와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금융위기 중에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은 막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외환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통화정책당국은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고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 조치들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감
소시켰다고 보기는 힘드나, 은행 외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등 자본흐름에는 영향을 주었다.
▶ 연구진 허 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장

■ Real Frictions and Real Exchange Rate Dynamics: The Roles of
Distribution Service and Transaction Cost
WP 12-06 / 32쪽

국제경제학에서 환율의 변동성과 그 변동성이 지속되는 것은 아직까지 설명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이 실질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경제모형에 유통비용과 비교역재를 추가하면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실질환율의 변
동을 기존의 모형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명목
가격의 경직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더하여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도 중
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연구진 허 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장
이인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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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ramework
WP 12-07 / 46쪽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
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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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폐적 경기변동회계 분석은 Šustek(2011)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 Chari, Kehoe,
and McGrattan(2007)의 경기변동회계(Business Cycle Accounting) 분석 방법에서 사용된 실물적 경기변동
요인에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monetary policy wedge)과 자산시장 경기변동 요인(asset market wedge) 등
의 명목적 경기변동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
을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이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시행 시점 이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이
션 타기팅 정책이 실물 경기변동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연구진 조두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이동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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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1 / 78쪽

M&A형 FDI는 Greenfield형 FDI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FDI가 투자
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투자유형을 구분하
여 FDI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FDI를
Greenfield형과 M&A형으로 구분하고 생산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FDI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투자유치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진 김혁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강준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2 / 128쪽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
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
의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신규회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
할 등 다양한 지배구조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WTO 체제의 지배구조 개
선과 도하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안덕근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금융센타 소장

■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3 / 154쪽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면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 체결되는 관세철폐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디인가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정책에 대한 저항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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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여부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
고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FTA 체결 선호도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FTA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한·중 FTA와 한·일 FTA의 차별화된 정책적 함의를 제
시하고 있다.

주
요
연
구

▶ 연구진 이시영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김대영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강사
전성희 |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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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전략지역 심층연구 12-01 / 179쪽

인도 제약산업은 2011년 판매량 기준 세계 12위로 약 160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한국보다 큰 규모이다. 특
히 인도는 제네릭의약품에서 생산량 기준 세계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국가 중 최다
FDA 승인 제조시설을 보유하는 등 제약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본 보고서
는 인도경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업 중 하나인 제약산업을 평가, 분석하고, 우리 제약산업과의 연관
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인도 제약산업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이 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송영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 · 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전략지역 심층연구 12-02 / 157쪽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가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
의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대미얀마 경제협력전략 마련을 위해 개혁·개방 이후 변화하고 있는 미얀마 대외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변화 현황과 해제 전망을 살펴보고, 미얀마 진출
을 앞두고 한국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진출현황과 미얀마 개혁에 대
한 대응도 분석하였다.
▶ 연구진 오윤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박나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전략지역 심층연구 12-03 / 197쪽

이 연구는 1948년 독립 이래 현재까지 미얀마 외교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회고하고, 신정부에서 추진되는 개
혁개방의 일환으로 변화한 외교정책의 핵심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미얀마는 외교정책의 기조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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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될 전망이다. 향후 미얀마를 각축장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얀마
는 세력균형자로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응수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얀마의 외교전략을 면
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아시아 중견국가로서 위상을 확립

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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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외교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구

▶ 연구진 장준영 |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 · 인니 산업협력방안
전략지역 심층연구 12-04 / 277쪽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간접적 경협보다는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네시아
와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바회랑을 중심
으로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및 ICT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
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강인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홍렬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호생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유철 |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전략지역 심층연구 12-05 / 118쪽

인적자원개발은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대
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지원전략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통계, 인적자원개발 현
황, 라오스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라오스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주요
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 현황 및 전략도 살펴본다. 보다 효과적인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전략 마련을 위
해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및 평가도 제시한다.
▶ 연구진 이요한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몽골의 투자 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전략지역 심층연구 12-06 / 276쪽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탈사회주의 국가이자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은 2000
년대 중반 연평균 약 9%의 고속성장을 달성했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잘 극복하면서 2011년
에는 17.4%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본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지 한
국기업들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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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현지 투자환경을 고려하면, 광업, 플랜트 산업, 인프라 개발, 농·축산업, 관광, 금융업, 제조업 진
출이 유망하며, 정부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비자면제협정 체결, 영사서비스 강화, 한
국의 이미지 제고, 현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연구진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장
제성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김홍진 |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간투무르 뭉크낫산 | 몽골국립대학교 경제학부(School of Economic Studies) 교수

■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12-07 / 114쪽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부펀드의 규모가 커지며,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금융위
기는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에너지 수출국에서 국부펀드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들 국가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으며, 국부
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국가들에서 국부펀드는 외국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내산
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국부펀드 운영이 향후 국가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연구진 조영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전략지역 심층연구 12-08 / 147쪽

2008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자원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조업 육성을 위
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현 산업다변화 정책인‘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
의 기본방향에서는 녹색경제의 도입이 카자흐스탄 경제성장의 기본방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프로그램에 포함된 에너지 효율성 강화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녹색성장 정책 요소이며 녹색성장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개발 정책
과 연관 산업의 육성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유망 녹색산업을 도출하고 우
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정부간, 산업간 녹색성장 정책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카자흐스칸의 사례를 볼 때,
녹색성장 협력정책은 최소한 에너지 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과의 유력한 경제협력 정책이 될 전망이다. 따
라서 에너지자원 부국과의 협력은 에너지자원 개발에서 녹색 성장 산업 육성으로 심화·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시장 발굴 노력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고 녹색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WTO 체제 구
축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 연구진 주진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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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전략지역 심층연구 12-09 / 207쪽

ADB의 주도로 출범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인 CAREC은 설립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차원의 변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외형적으로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역 인프라 발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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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고 있으며, 역내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CAREC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하여,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
에 정부 차원의 협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진 조영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성원용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이상준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주진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전문연구원

■ 러시아 · 중국 · 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0 / 288쪽

21세기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신흥 경제성장의 무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영토분쟁뿐 아니라, 미·중 간의 전략 및 군사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이러한 경쟁과 갈등이 장기 지속형을 띠
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쌍무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전환하여 호주를 포함한‘해양 대삼각동맹’
과
연계하는 트랜스퍼시픽 동맹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 및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
고히 하면서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륙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성 중인 러·중·
인 삼각협력체제와 더불어 미·일·호주의 해양삼각동맹체제라는 두 개의 경쟁적인‘대삼각체제(Grand
Triangle)’
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재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안과 기본개념을 모색
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 연구진 백준기 |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김재관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남주 |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상남 |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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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1 / 231쪽

2001년 남아공 정부는 향후 15년 안에 농지의 30%를 재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토지재분배 정책을 발표
했다. 하지만 2010년 남아공 정부는 토지 개혁의 실패를 인정했다. 2009년 말까지 농지 가운데 불과 6.9%-약
567만 헥타르-만이 재분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부족과 아파르트헤이트의 잔재 등이 그 원
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남아공 정부는 2011년에『토지개혁청서(Green Paper on Land Reform)』를 발표
했다. 이 정책은‘자발적 구매자, 자발적 판매자’원리를 재검토하고, 시장 주도적 토지 개혁을 폐기하는 것
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연구진 장용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황규득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
설병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강경화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보조원
베 텔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아프리카 지역학 박사 과정

■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2 / 168쪽

‘아프리카의 뿔’지역의 중심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주변국들의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 난민 유입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낮으며, 아직도 많
은 사회적·정치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사회경제 발전과정과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원조의 효
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 연구진 이진상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변 웅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3 / 155쪽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발 협력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구실이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장애요인은‘낮은 사회기반시설’
과‘기업 관련 정책 및 구
제’
,‘금융 접근성 제약’
,‘정부 주도의 기술지원 결여’
로 요약하고, 이들 제약요인이 상호교합(interlocking)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이처럼 엉켜 있는 제약요인을 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소액금융의 활용과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의 공여를 제안한다.
▶ 연구진 곽성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부연구위원
전혜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백석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전략연구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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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4 / 185쪽

브라질의 북동부지역은 경제성장이나 소비성장 속도가 빨라 브라질의 중국으로 불린다. 최근 이 지역의 높
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은 여전히 상
파울루 등 남동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심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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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권기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장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이시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 중남미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5 / 365쪽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과 자원개발을 위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4개국(멕시코, 브
라질, 페루, 칠레)의 엘리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통치하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
리가 이들 국가와 외교관계를 설립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연구진 김기현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회장
박윤주 |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김영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교수, 지역원장
이상현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6 / 118쪽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범, 즉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h-compliant)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말
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
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중동 지역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자금조달을 위해 국
내 건설업체들과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프로
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및 동향을 파악하고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이슬람 금융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다.
▶ 연구진 이권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위원
손성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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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정치 · 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7 / 134쪽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체제와 공화국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정치·권력구조를 구축하였다. 한편으
로는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따라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고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의회를 국
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정파들은 각각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을 가지고 서
로 대립하거나 연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 정치·권력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주요 정
치세력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연구진 이권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박재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연구원
박현도 |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8 / 114쪽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작은 인구 규모, 부족한 자원 등 도시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해
아시아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MICE와 의료관광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
적인 산업육성 정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입지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의 MICE, 의료관
광 산업 현황과 정부의 육성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적극 발굴해 한국의 MICE, 의료관
광 산업육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진 이재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박나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 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12-19 / 159쪽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위치한 영토 69,700㎢, 인구 447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조지아는 에너지운송 중간지
점으로서, 또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에 따라 주변국의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
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지아가 교통·물류의 중심지로서 장기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교통인프
라와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위
의 산업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지아와 한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규제 및 법적 틀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진 민지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 연구원
강부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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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12-20 / 155쪽

최근 멕시코는 차세대 유망 신흥시장의 일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멕시코는 전통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제고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협력 상대국으로서 멕시코의 중요성과 최근 한국·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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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 간의 경제협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 발점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의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협력 및 진출방
안을 제시했다.
▶ 연구진 김진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이시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12-21 / 137쪽

요르단은 중동지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기업경영이 자유로운 국가로 정정 및 치안이 불안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에 진출 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요르단의 경제현황 및 산
업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산업인 전력산업과 의료산업을 분석하여 향후 산업별 전망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르단의 전력정책은 신재생 및 원자력에너지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발전사업자 유
치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요르단의 다양한 전력사업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에너지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향후 진출이 유망하다. 한편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성장 중인 의료산업은 향후 요르단의 인구 증가와 기대수
명 상승에 따라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의료기관 시공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시장에도 진출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연구진 윤서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전문연구원
박재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12-22 / 133쪽

2012년 내전 종식 20주년을 맞는 모잠비크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7.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모범국가이다. 2011년 말 초대형 가스전이 잇따라 발견
됨에 따라 신생 자원부국으로서 투자가치 또한 급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잠비크의 경제 동향 및 현황
을 개괄하고 유망산업인 전력산업과 주요 산업인 농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모잠비크의 수요를 파악한
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활용한 진출 방안 및 분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진 전혜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장종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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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인도, 동남아
전략지역 심층연구 12-23 / 472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이 논문집에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 12-24 / 530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전략지역 심층연구 12-25 / 438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이 논문집에는 러시아와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사회에 대한 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전략지역 심층연구 12-26 / 654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이 논문집에는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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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전략: 당면과제와 시사점
세미나자료모음 12-01 / 228쪽

본 자료집은 2011년 11월‘전환기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전략: 당면 과제와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진행
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부‘산업구조의 재편과 고도화’
에서는 랴오닝성, 장쑤성,
저장성의 산업구조 조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부‘지역별 신성장동력’
에서는 환수도경제권, 광둥
성, 산둥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전략과 전략산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료집은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
고 있으므로 기업인과 연구자, 정책입안자가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중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연구진 채 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노수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 2011 KIEP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세미나자료모음 12-02 / 434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
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흥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지역에 대한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KIEP Visiting Scholars’Paper
Series’
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하여 세계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 연구진 이장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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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세미나자료모음 12-04 / 222쪽

2011년 4월 28~29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세미나“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의 결과물로서 경제, 안보, 개발/ODA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다루
고 있다.
▶ 연구진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
박성훈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Rudiger Frank | East Asian Economy and Society, University of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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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ross Border Mergers in the
APEC Region
APEC Study Series 12-01 / 38쪽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결정요인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
우고자 APEC 지역 경제에서의 국경간 인수합병 결정요인을 무역비용을 중심으로 중력모델 유형의 분석틀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제규모(여기서는 기업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 수의 대
리변수)가 클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 무역비용은 제3국으로부터의 인
수합병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는 수평적 인수합병
의 경우 관세회피 동기가 강하여 다자간 무역비용 증가는 제3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을 오히려 촉진하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자 무역비용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이 경우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국경
간 인수합병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대체로 수직적 인수
합병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관세회피 동기가 강한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수합
병의 수는 무역비용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달리 무역자유화와 시장통합은 APEC 역외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APEC 지역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대체로 수직적이며, 역내 수직적 노동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투자국 기업의 비교우위에 의한 시장 독점화 목적보다는 역내 생산체계의 구조
조정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수준 또는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다 미시적 분
석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 인수합병이 역내 생산 구조조정 및 노동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분명히 밝혀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연구진 윤미경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21

K
I
E
P
연
차
보
고
서
2
0
1
2

■ APEC’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da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PEC Study Series 12-02 / 102쪽

21세기 아태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무역협정을 통해 역내 무역구조를 통합시키기 위한 논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비전의 제안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및 동아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PEC
의 환태평양 비전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구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의 수정된 형태로 논의되었다. 2010년 APEC 정상들은‘환태평양 트랙’
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과 이전의 EAFTA와 CEPEA에서 지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발전된‘동아시아 트
랙’
을 FTAAP 달성의 경로로 동시에 인정하고 이들 두 트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FTAAP 달성
을 위한 두 트랙의 수렴 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본 보고서는 이들 두 트랙의 논의 동향과 진전, 분야별 이슈를 고찰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두 트랙의 논의가
어떻게 수렴될 것인지와 APEC에서 FTAAP의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한다. 보다 포괄적이
고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하는 TPP는 지난 3년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반면, RCEP는 안건의 우선순위와
세부협상원칙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TPP의 경우 원산지규정, 지식재산권, 보조
금, 노동 및 환경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합의여부에 따라 TPP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타결할 수 있
는지, 그리고 향후 FTAAP의 모델로 수용될지 결정될 것이다. TPP와 마찬가지로 RCEP의 경우도 상품 및 서
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협상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협상참가
국 간의 무역협정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를 하나의 협정으로 수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ASEAN
주도의 경제통합 프로세스로서 ASEAN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연구진 Robert Scollay | 뉴질랜드 Auckland 대학교 교수, APEC 연구센터장

122

2
0
1
2
년

ODA 지역연구

주
요
연
구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ODA 지역연구 12-01 / 197쪽

그동안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던 동남아 지역은 2015년을 목표로 ASEAN 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제통합을 강
화하고 있지만, 역내 개발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ASEAN 경제통합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서 역내 빈
곤퇴치는 물론 개발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남아는 역내 개발격차
가 크기 때문에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협력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원
국의 요청주의에 따라 ODA 지원이 검토되고 있지만, 수원국의 발전단계를 반영한 적정 수요인지를 분석하
고, 해당 분야가 한국이 공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동남아 수원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비교대상국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개별격차를 측정하여 정량적
으로 수원국과 한국의 개발격차를 도출함으로써 적정 협력분야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남아 국
가들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원조 확대는 지속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
역별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유망협력분야를 선정하여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권 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김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이재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김유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ODA 지역연구 12-02 / 265쪽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남아시아 ODA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은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장잠재력과 함께 개발협력 수요
가 큰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각국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감안하여 국가별 중점개발협력 분야
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또한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남아시
아 ODA 추진방향과 분야별 유망사업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조충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최윤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송영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123

K
I
E
P
연
차
보
고
서
2
0
1
2

■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ODA 지역연구 12-03 / 297쪽

그동안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
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 개발협력분야를 발굴하
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ODA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권기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장
김진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이주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이시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ODA 지역연구 12-04 / 232쪽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국제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
요한 것이 원조의 질적 제고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본 연구는 상대국의 협력수요와 우리의 공급능력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중점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어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로서 지닌 식견을 바탕으로 분
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연구진 박영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장
곽성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부연구위원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장종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전혜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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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ODA 정책연구 12-01 / 187쪽

한국이 선진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AfT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강점을 구체화하고 AfT를
주도해나갈 체제와 조직이 필요하다. 범분야 이슈로서 한국 AfT의 특징과 장점을 정리하고 이를 전반적인 한
국 원조시스템에 접목시키면서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를 실행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AfT 전략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경제분야 전문가를 대상
으로 한국의 Af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원조효과성 원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PBAs에
입각하여 AfT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야 한다. 한국이 PBAs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AfT 프로
그램을 고안하고 집행한다면 한국의 AfT 프로그램은 공급자적 입장에 치우친 모듈로서 AfT 사업이 지닌 한
계를 극복하고 원조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진 이호생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인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시욱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ODA 정책연구 12-02 / 297쪽

최근 원조효과성보다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원에 큰 비중을 두
어왔으나, 실질적인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
전 경험에 있어서 산업발전은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개
도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산업분야 개발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현재의 인프라
구축이나 정책자문에서 나아가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 기반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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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전문성이 있는 정책자원의 활
용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 연구진 김종일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윤미경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12-03 / 222쪽

개도국 금융부문 개발협력의 핵심은 직접적인 자금 공급이 아닌,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
과 환경 조성이다. 특히 금융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시장 친화적 감독 등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지 않는 금융자유화 추
진이나 부족한 금융 인프라 위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금융에 치중하는 것 또한 정치·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개
도국에서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즉 개도국에 대한 금융 ODA는 수원국이 놓여 있는 발전단계와 수요에 맞추
어 설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개발경험에 비추어 금융시장 육성, 정책금융 활
성화, 금융 인프라 구축의 세 가지 금융분야 중점 지원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10개의 실행과제와
실행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시된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들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정책
적 수요에 따라 금융접근성 제고 또는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관한 경험 전수 등 그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편
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수원국별 우선순위에 입각한 실행과제 선정과 구체적인 제도·기술지원 및
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적절히 조합한 개발협력 실천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한국 금융 ODA 전
략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연구진 유재원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상영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홍렬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12-04 / 214쪽

개도국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에서 농업과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경험했듯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생
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은 기아와 빈곤해결, 그리고 기본적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이 좁은 경지면적, 과잉인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 농업분야에서 이룩한 괄목
한 만한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최근 우리의 농업발전과 농촌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한 개도국들의 요청
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성
공사례로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가능성도 큰 분야
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ODA를 통한 국제 농업개발 협력은 사업규모와 추진 시스템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
라의 농업 ODA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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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와 분야별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
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을 제안하였다.
▶ 연구진 송유철 |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임정빈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부교수

주
요
연
구

■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ODA 정책연구 12-05 / 270쪽

교육을 통해서 반세기만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은 개도국 입장
에서는 그 자체가 살아 있는 발전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사가 개도국들에게는 똑같이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육에 대한 개도국들의 관심은 뜨거운
편이며, 그에 따라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교육분야 개발협력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ODA 규모의 양적 확대가 질적 발전으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육 ODA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교육과 국가발전’
‘
, 교
육과 개발협력의 관계’
를 검토하였고, 다자협력기구와 선진 공여국에서 추진하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방
식, 교육사업 영역 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실
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을 제안하였다.
▶ 연구진 채재은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명숙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ODA 정책연구 12-06 / 117쪽

개발과 관련해 환경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래 꾸준히 그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
다.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2012년 6월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을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로 재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세계적으로‘환경주류화’또는‘환경과 개발의 통합’
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경 ODA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
여 정책입안과 사업수행전반의 환경적 고려는 다소 미흡하다.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논의 동향을 살
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추구하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
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연구진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오태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송지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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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ODA 정책연구 12-07 / 83쪽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Rio+20
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향
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토하고, 유사개념인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녹색성장 ODA의’개념
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연구진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강성진 | 지속발전연구소 소장

■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ODA 정책연구 12-08 / 144쪽

ODA 사업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와 신시장진출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효과성 있는 ODA 사업을 수
원국에 효율적으로 공여해야 한다.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방안으로 본 연구는 타당성 조사 전
(前) 단계부터 비용편익분석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한다.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기 전에 여러 대안을 비용편
익분석방법에 따라 검토한 후, ODA 공여 관련 의사결정을 한다면 사업간 조정이 사전에 이루어져 효율적인
ODA 공여가 가능하다. 즉 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인 예비조사단계(또는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비용편익분석
을 사업 선별과 조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사업간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예산 집
행이 가능하다.
▶ 연구진 곽성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부연구위원
전혜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김민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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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 서울 G20 정상회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통한 고찰
단행본 / 306쪽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IMF의 지배권에 대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 책은 IMF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개혁으로 평가되는 2010년
IMF 개혁 협상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협상단계별로 각국이 구사한 전략과 특징을 국제협상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와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보고 느낀 점을 정
리한 내용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상을 준비하고 이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
은 IMF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이 기관의 기능과 조직, 그리고 주요 활동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보통명사처럼 「IMF 위기」 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IMF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현실에
서 이 책이 국내에서 IMF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연구가 시작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
▶ 연구진 김용범 | 금융위원회 국장
박정훈 | 금융위원회 글로벌 금융과장

■ 제5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단행본 / 199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부터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하여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5회 논문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참신한 주제와 현지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돋보였다. 점차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정통한 지역전문가를 단기간에 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매년 논문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전문가 양성에 조금
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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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India Deepening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단행본 / 331쪽

서울국제포럼과 인도의 ICRIER는 매년 한-인도 관계에 정통한 양측 정부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Korea-India Dialogue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책은 제11차 Korea-India Dialogue에서 발제된 논문들을 보완
하고 심층 분석을 추가한 것으로 양국 관계 발전과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자료로서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 연구진 Parthasarathi Shome | Director and Chief Executive of ICRIER
Choong Yong Ahn |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Distinguished Professor of Gradu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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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세계경제
목 록

저 자

1

일본의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방안: 내용과 시사점

정성춘, 김은지

2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변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비교 분석

이동은, 강은정

3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 「발전단가 검증위원회」 결과분석
및 시사점

정성춘

4

미얀마의 개혁개방 경과와 전망

5

최근 위안화 무역결제 감소의 배경과 전망

최필수

6

중국 기체결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내용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여지나

7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점검

8

재정위기 속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 및 전망

9

OECD DAC의 ODA 평가체제와 한국의 개선과제

권 율, 정지선

10

2012년 G20 회의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윤덕룡, 박은선

11

주요국의 셰일 가스 개발 동향과 시사점

이권형, 강부균, 이시은

12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제재 의미와 영향

허 인, 한바란, 윤서영

13

Rio+20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정지원, 박수경

14

최근 러·중 경제협력 강화: 특징과 시사점

15

한·EU FTA 1년의 평가와 전망

16

한·중 경제관계 20년: 회고와 향후 과제

최필수, 노수연, 박민숙

17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이후 한·러 협력과제

이재영,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18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와 제3차 양적완화에 대한 시사점

19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정 철외

20

2013년 세계경제전망

박복영 외

21

중·대만 ECFA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여지나

22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최낙균

23

우리나라 자본규제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오윤아, 박나리

강유덕, 허 인, 오태현
오태현

이재영, 민지영, 강부균
강유덕

이동은

허 인, 안지연, 양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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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창재, 방호경

25

위안화 환율변동성 증가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주는 시사점

26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현황과 시사점

오윤아

27

중국 신(新)지도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양평섭, 최필수, 이효진

28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분석

이종운, 홍이경

29

도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과와 GCF 유치 시사점

정지원, 서정민

30

미국‘재정절벽’
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편주현, 박복영

안지연, 허 인, 조두연,
양다영

■ 지역경제 포커스
목록

132

저자

1

주요국의 최근 대이란 제재 동향 및 시사점

윤서영

2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국제 기후변화협상 전망

오민아, 서정민

3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외국항공사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
판결과 시사점

김종덕, 김정곤

4

2011년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과 전망

5

201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분석과 2012년도 전망

6

EU의 신용평가기관 규제배경과 전망

7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8

타지키스탄의 교통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전 전망

이시영

9

아시아개발은행과 우즈베키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협력 현황과 시사점

주진홍

10

헝가리의 구제금융 신청 배경과 전망

11

최근 인도의 외국인투자정책 동향과 시사점

12

칠레 국가전력개발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시은, 박미숙

13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박혜리

14

인도의 2012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송영철, 최윤정

15

최근 유로지역 경기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6

미얀마의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의미와 시사점

17

최근 대(對)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원인과 시사점

김유미

18

국내기업에 의한 최근 M&A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김혁황

19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전개(1): 미국 측

고희채

20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전개(2): 중국 측

양다영

21

스페인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분석 및 전망

오태현

22

시리아 유혈사태의 장기화: 배경 및 전망

23

최근 대중남미 FDI 유입 급증 배경과 주요 특징

24

개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례 및 시사점

김은지
정형곤, 김지연
강유덕
이재영, 민지영, 강부균

강유덕, 오현정
정혜원

김균태
정재완, 박나리

이권형, 박재은
이시은
김민희, 백석훈

2
0
1
2

25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 및 시사점

방호경, 나승권

26

EU 정상회의(6.28~29) 합의 내용과 이행 전망

오태현, 강유덕

27

최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8

조지아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9

김유미
민지영, 강부균

‘신(新) 모스크바’건설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제성훈

30

유럽 재정위기가 신흥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바란, 허 인, 문익준,
김진오, 송영철, 신민금,
민지영

31

유로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불균형 간의 관계분석

김균태

32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및 시사점

임경수

33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금혜윤

34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재정건전화 추이와 전망

강유덕

35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 동향과 시사점

박혜리

36

중국 사회보장기금 운용 실태와 시사점

최필수, 이효진

37

미국의 선거 결과와 향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서진교, 고희채

38

북한 환경문제의 실태와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

이종운, 홍이경

39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강대창

40

북극해 이슈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김윤옥

41

베네수엘라 4기 차베스 정부의 석유산업 정책 전망 및 시사점

임태균

42

일본 신(新)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향후 전망

년
주
요
연
구

이형근, 김은지

■ 북경사무소 브리핑
목록
1

중국의 경제성장과 2012년 거시정책

2

중국‘서비스무역 발전 12·5규획 개요’
의 주요 내용

3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 확대와 대응조치

4

중국 성시별 정부업무 보고에서 살펴본 2012년 경제 정책 방향

5

중국의 재정운영 현황과 조세제도 개혁

6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7

중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양회 결과를 중심으로

8

중국 「국가 환경보호 12·5규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

9

TPP 발전 동향과 중국의 입장

10

중국 국가인구발전 12·5규획의 주요 내용

11

중국 12·5규획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의 주요 내용

12

2012년 중국 양회(两会)여론 보고서의 주요 내용

13

중국‘서부대개발 12·5규획’
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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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0/2011년 중국 500대 기업 발전보고

15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경제 구조

16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의 주요 내용

17

12·5규획 기간 중국의 지방정부성 채무부담 예측

18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19

중·미 태양광전지 제품의 통상 분쟁과 중국 내 반응

20

QFII 및 RQFII 제도 완화의 주요 내용과 의의

21

2011년 중국 농민공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22

중국 『취업촉진규획(2011~2015년)』의 주요내용

23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재균형

24

중국 『국내무역 발전 12·5규획』의 주요 내용

25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6

중국 대외경제무역의 문제점과 2013년 경제무역 정책 방향

■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목 록
1

저장성 상품거래소의 현황 및 전망

2

글로벌 IT 기업의 중국 충칭시(重慶市) 및 쓰촨성(四川省) 진출 현황과 향후 전망

오종혁, 이상훈

3

광둥(廣東)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및 추진 동향

김홍원, 정지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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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규획기간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
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이상희

노수연

5

허베이(河北)성 연해지역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전망

김부용

6

중국 대외교역정책의 전환과 지역별 대외교역 동향

7

동북 3성의 노무 환경 현황 및 시사점

임민경

8

「중국의 희토류 현황 및 정책」 백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오종혁

9

저장성 정부의 지역출신 기업 유턴장려정책과 시사점

노수연

1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과 지역별 대응 현황

11

싱가포르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12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동북 3성

김부용, 임민경

13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산둥성

이상훈, 오종혁

14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화동지역

노수연, 이상희

15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지역 총괄

정지현, 박진희,
김홍원

16

장쑤성 태양광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17

창지투(長吉圖)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훈춘(琿春)을 중심으로

김부용, 박진희,
이상희

김부용, 박진희
김홍원

노수연
김부용, 임민경

2
0
1
2

■ 중국 권역별 · 성별 기초자료
목록

년

저자

주

임민경

요

1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 랴오닝성 단둥(遼寧省 丹東)

2

저장성 산업지도 - 4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노수연, 이상희

연

3

선전(

)시 소비특징 및 주요 상권

정지현, 김홍원

구

4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산둥성 지난시(山東省 濟南市)

오종혁

5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 武漢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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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시 및 금융분야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 및 국제자본 흐름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도출하며, 유럽재정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방향 제시를 사업목표로 설
정함.
-미
 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과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대량 공급되었는데, 이것이 다양
한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선
 진국이 유동성을 적절히 흡수하지 않는다면 신흥시장에로 자본유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금융
시장과 외환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더
 불어 유로재정위기의 발발은 지역금융협력에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므로 동아시아금융협력에
서도 나아갈 새로운 지향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북미, 일본, EU 등의 선진권 경제는 재정문제가 부각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분석함에 따라 향후 한국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을 사업목표로 설정함.
-유
 로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도 재정절벽 문제가 거론되며, 금융위기 이후 재정문제가 선진국 경제의
최대 화두임.
-각
 국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연금제도, 복지제도 등의 구조조정 및 산업정책, 무역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 재정 운영의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2013년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바, 경제통합과 시장개방의 확산에 대비
하여
‘경제통합에 따른 정책과제와 개방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
을 사업목표로 설정함.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국가별 및 부분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GCF의 성공적 운
영을 위한 핵심 사항을 도출함.
▶ 2012년에 북한은 김정은 지도부가 집권하며, 2013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
-양
 국간 새 정권의 출범은 남북 간 정책과 협력 틀의 변화로 이어지므로 북한의 신(新)경제발전전략을 분석
하고, 이와 함께 과거 20년간의 남북경협 정책과 방향, 실적 등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의 구
축을 사업목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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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지역연구센터는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동시에 우리의 최대 통상파트너인 중국에서 나타나는 새
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한국에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2013년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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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하나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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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2년에 중국은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경기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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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책을 내놓기 보다는 이른바 내수주도형의 성장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함. 이는 불가피하게 한국경제

년

에 어떤 형태이든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요구하는 것임.

연

-따
 라서 향후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종전의 가공무역에 기초한 생산분업의 형식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광대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파고 들어가는가에 달려 있음.
-중
 국의 내수시장은 하나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권역별 및 성별로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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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중국 권역
별ㆍ성별 내수시장의 특성과 진출전략”
을 2013년 신흥지역연구센터의 대표과제로 선정함.
▶ 과거 10여 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신흥경제국가에 이 기간은 황금기라 부를 만하지만,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성장둔화를 나타내기 시작함.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주요 신흥지역국가의 경
제동향과 단기/장기적 정책 대응의 파악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선
 진경제국가의 부진이 지속되며, 세계경제는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저성장 시
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흥경제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특
 히 중국의 저성장은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한 동아시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분
석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의 향방 및 역내 통상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한편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저성장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므로 이 지역
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는 경기순환적인 단기적 동향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저성장 시기에도 국가별 및
지역별로 보다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경제이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 또한 저성장 시기에서 에
너지 및 자원, 환경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임.
-이
 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 종전에 미흡하게 다루어진 신흥지역간ㆍ국가간ㆍ권역간 비교를 꾸
준히 시도하여 정책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함.
▶ 신흥지역연구에 대한 연구수요자(정책결정자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중심의 연구, 현장중시 연
구, 시의성 있는 연구 및 국내외 유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실용성을 제
고함.
▶ 지역연구의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사업 확대 및 신흥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
식정보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도 지속하며, 국내 주요 국제대학원과 지역전문가 육성 협력사업 등
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과 신흥지역 사이에 경제협력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
▶ 한국의 전략적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장기적
인 경제 교류 및 협력 관계의 토대를 구축함.

147

1
K
I
E
P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연
차
보
고
서
2
0
1
2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국 환율정책이 자유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변동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smoothing
operation이 환율의 저평가 순을 선호함에 따라 고물가를 유발하고 서민 생활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는 비판이 제기됨.
•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장되면서 국내 물가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환율로 인한 국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이 국내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증
가함.
• 이러한 상황이지만, 환율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에서 환율이 거시경제변수들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
여 경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원화의 환율변동이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친 영향과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거
시경제 변수의 안정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때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함.
■

기대효과
-최
 근 변화된 한국 환율정책과 시장개방 등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 증가가 국내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검증자료를 제공함.
-한
 국 환율정책에 대한 국내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험적 연구결과의 확보와 균형 있는
환율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방향을 제시함.

▶ 연구책임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148

2
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0
1
3
년
연
구
계
획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글로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검증과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임.
-양
 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환율이 평가절하되고 상대적으로 신흥개발도상국의 환율이 평가절상
의 압력을 받음.
-확
 대된 글로벌 유동성이 유가, 곡물가 등의 국제상품시장에 유입되어 가격 상승과 가격 불안정을 야기함.
-신
 흥국으로의 국제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신흥국 자산시장과 물가 불안정이 야기됨.
•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한 통화정책 및 거시건정성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외환시장, 국제상품시장, 국내 물가 불안정이 야기될 경우 정책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환율, 국제상품시장 가격, 신흥개발도상국의 자본 유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하고 분석함.
•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한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기대효과
-글
 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제상품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에 대한 학술적 기여가 기대됨.
-글
 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글
 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한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임.

▶ 연구책임자 이동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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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1%로 확대하는 등 시장결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제도를 자유
화하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이용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함.
-한
 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의 외환제도 자유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한
 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므로 위안화 자금에 투자할 역량만 구축된다면 장기적으
로 위안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그
 러나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리스크 및 주
변국과의 관계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중국은 채권시장의 미발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동아시아 채권시장
에 영향력이 큼.
-따
 라서 중국이 채권시장 자유화 및 금리자유화를 추진한다면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기
대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경제가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중국 금융시장의 자유화정책이 아시아
금융시장 및 한국에 영향을 줄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중국의 금융제도 변화의 기조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들을 전망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국
 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가 한국 거시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국의 금융발
전에 따른 대응정책을 수립함.
-채
 권시장 자유화, 외환제도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가 미친 현재까지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을 수립함.
▶ 연구책임자 허 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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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증가하고 국가 간 금융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유
로존 재정위기 등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금융통합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위
 기 시에 금융시장 통합이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충격을 전이하는 역기능
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동
 아시아 금융통합의 모델이었던 유로존 위기를 통해 역내에 어떤 선결조건이 구비되어야 금융통합의 긍
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이 연구를 통해 위기 극복과 공조 수단으로서 시작된 동아시아 금융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함.
• 이 연구는 지역 혹은 국가 간 진행되는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의 충격을 분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금융통합의

지표들을 연구함으로써 금융통합의 실증적 연구발전에 기여함.
-금
 융통합의 여러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함.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가 예상되는바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함.
-이
 연구를 통해 ASEAN+3 동아시아 금융통합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됨.
-현
 재 진행하는 위기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한 대안 제시와 함께 위기예방 프로그램 설계 시 이 연구의 결과
를 활용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편주현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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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1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34%로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이지만, 급속한 저출
산과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인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일
 본의 경우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를 맞이하는 2012년부터는 민간저축이 크게 감소하여 국채발행
을 소화해낼지 우려가 고조됨.
• 일본은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단적인 재정위기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입
장에서는 일본 재정의 구조적 악화 원인을 분석하고 해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다각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
-한
 국의 복지 포퓰리즘 논쟁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험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재
 정건전화 관점에서 버블 붕괴 직후인 1990년 초반으로까지 소급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
율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 즉 향후 재정위기의 가능성 문제를 검토함과 동시에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이 작동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론 및 실증 분석을 제공함.
-일
 본 재정위기에 대한 정책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한국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함.
-일
 본정부의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재정규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
-각
 종 재정규율 가운데 한국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도출함.

▶ 연구책임자 김규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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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방만한 재정지출이 지적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적
정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됨.
• 반면 높은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북부 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개정건정성과 높은 산업경쟁력, 비
교적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데, 이는 남유럽 경제와는 확연히 구분됨.
• 북유럽 경제는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이 남유럽 경제보다 현저히 높고 복지지출의 비중도 높거나 유
사한 수준이어서 복지지출만으로도 경제적 비효율성과 높은 실업률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음. 따라서 복
지정책의 내용과 그동안의 개혁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한국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충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는 있지만,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도 동시에 존재함에 따라 복지정책과 경쟁력을 양립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이 필요한 상황임.
-유
 럽의 사례를 통해 경쟁력과 복지를 결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북유럽과 남유럽 복지제도의 정책경로와 개혁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산업경
쟁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대효과
-복
 지제도와 경제효율성, 산업경쟁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 모델과 사회자본주의에 대
한 이론발전에 기여함.
-재
 정위기와 복지제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를 일반화하여 제시함.
-현
 재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진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함.

▶ 연구책임자 강유덕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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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성장 일변도보다는 복지증진과 여러 사회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이 주요 정책목
표로 부상하면서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외 개방이 가계소득 및 후생
수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임.
•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등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정
책방안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는 반면 이러한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연구는 부족한 실
정임.
-포
 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용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
외개방과 계층별 가계 실질소득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이 연구는 한국 가계소득분포의 변화와 대외개방의 구조적 관계를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러
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무역자유화 및 대외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수용하는 한편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대
 외개방을 감안한 한국 가계의 실질소득 측정, 대외개방과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의 변화를 이론적·실증
적으로 규명함.
-소
 득불평등, 양극화 등의 한국 가계소득분포의 변화를 대외개방과의 관계에서 재조명함.
-실
 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심화 및 추세적 양극화 진전 등의 가계소득분포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무역자유화 및 대외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는 정책방안을 제시함.

▶ 연구책임자 정 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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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외환위기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의 고용 및 임금에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는 상황임.
• 한국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개방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개
 방의 비대칭적 효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므로 경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방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됨.
• 개방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시장개방이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방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
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개
 방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간의 고용과 임금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기대효과
-시
 장개방이 고용과 임금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전달 경로를 식별함.
-개
 방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를 제공함.

▶ 연구책임자 배찬권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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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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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국은 그동안 미국, EU, 아세안 등과 FTA를 마무리한 데에 이어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함. 또한 한·
중·일 3개국 간의 FTA 협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요국 간의 FTA도 추진할 예정임.
• 한국이 중국, 일본과 더불어 동아시아국가와 FTA를 체결한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나라로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됨.
• 이에 따라 CGE 분석과 더불어 무역·관세·산업구조 등을 비교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생산네트워크
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FTA 추진에 대한 한국의 입장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하고 제도적 통합도 상당히 진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재교역 및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질적인 변화가 두드러짐.
•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를 분석하고 CGE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국 간 FTA 협상의 시
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동아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대효과
-글
 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동아시아에서 FTA를 통한 경제통합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함
-한
 ·중, 한·일, 한·중·일, 동아시아 FTA 가운데 어느 FTA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FTA의 청사진을 제시함.

▶ 연구책임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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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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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미국, EU 등의 거대 선진경제권 및 ASEAN, 인도 등
의 신흥경제권과 FTA를 발효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고려하게 될 FTA 상대국은 관세장벽보다는 서비스 및 투자, 규범 등의 요소들이 더 중요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는 효과적인 FTA 협상전략 수립 및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서 필수적임.
• 일부 신흥경제권과의 교역에서 소수 품목이 교역에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부분균형접근이 보다 적절하지
만, 부분균형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FTA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될 FTA 상대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관세장벽,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관세감축 이외의 FTA
구성요소에 대한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의 정립이 필요하며,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절충하는
연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이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선행 방법론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여 한·중·
일 FTA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대효과
-일
 반균형과 부분균형접근법을 절충한 모형을 운용함.
-관
 세장벽 이외의 FTA 구성요소에 대한 계량화 방법론을 정리하고 개선함.
- F TA 추진에 따른 포괄적인 경제적 효과 추정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FTA 협상 전략 수립 및 대국민 정책
홍보에 활용 가능함.

▶ 연구책임자 김영귀 부연구위원

157

11
K
I
E
P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FDI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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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에 따른 교역 증가는 필연적으로 한국 기업의 외국진출(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관세인하 등의 무역장벽 및 운송비 감소 등에 따른 무역거래비용(transport costs)의 감소는 교
역량을 증가시키지만, 수평적/수직적 FDI 등의 성격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 역시 다르
게 수립되어야 함.
•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외부에서 국내로의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므로 정책 수립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임.
• 이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수반하는 수출의 변화와 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기대효과
-무
 역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세
 계화 및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수출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좀 더 엄밀하고 효과
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함.
- F TA를 통한 시장개방이 어떻게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산업별로 엄밀하게 고찰함으로써 FTA의 긍
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의 추진이 가능함.

▶ 연구책임자 김종덕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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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APEC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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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지역주의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경제가 개방화, 글로벌화됨에 따라 생산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s) 또한 빠르게 글로벌화됨.
• APEC 주요 개별 회원국은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R&D 활동, 숙련생산, 단순조립생산 등에 특화된
지역거점화를 통한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구사함.
-글
 로벌 네트워크 심화에 따른 국제분업과 기술이전 확대는 물류 공급망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부
수적으로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교류증대 기능을 촉진함으로써 역내통합 강화에 기여함.
• 최근 우리나라 국제환경의 큰 변화로서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국제생산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를 연구
할 필요가 있음.
-특
 히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 부분이 APEC 회원국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PEC 지역의 국제생산네트
워크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APEC 주요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APEC 차원의 연관 활동(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upply Chain, Service Connectivity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의 참여전
략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기대효과
-A
 PEC 주요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및 특성을 실증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함.
-글
 로벌 네트워크 심화에 따른 주요 교역 대상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고찰함.
-글
 로벌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한국 산업정책 및 경제통합 전략을 제시함.

▶ 연구책임자 정 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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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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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이사회는 우리나라를 GCF 사무국 유치국가로 선정함.
-2
 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재원(long-term finance)을 조성하기로 합의함.
-장
 기재원의 출처는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으로 다양하며,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이 GCF
를 통해 조달됨.
• GCF 사무국은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기금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지며, 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함.
-G
 CF 설계 과정에서 사무국의 독립성이 강조된 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전문 역
량이 요구됨.
• GCF의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 기금의 조성과 운영 방식, 지원 우선순위, 모니터링 및 평가 방식 등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GCF 사무국 유치국가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주요 쟁점에 대한 심화분석을 통해 GCF 과제를 도출하고,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대응방안을 제
시하고자 함.
-주
 요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핵심 사항을 도출하고, 정책일관성과 국익의 관
점에서 GCF 유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기대효과
-G
 CF 및 climate finance의 발전 모델을 제시함.
-G
 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관련 이슈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 연구책임자 정지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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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新)경제발전전략과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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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0년대 들어 북한은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기존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에서 벗어나 대외경제협력과
과학기술부문의 발전을 중시함.
• 김정은 지도부는 체제 안정화를 위해 신경제발전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
상 등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함.
• 남북한 양국의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북한의 신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정리
하고 분석하며, 지난 20년간의 남북경협 성과를 평가함. 이를 바탕으로 대북경제정책 방향과 새로운 남북
경협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과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북한
경제의 발전 가능성, 개발 잠재력, 제약요인과 한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최근 20년 간 한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남북경협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남북
경협의 새로운 출발점과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북
 한의 거시경제 및 부문별 경제현황에 대한 심층적·종합적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남
 북한 및 한반도 주변 국가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기존 남북경협 재검토 및 새로운 대북 정책방향을 제시함.
-북
 한의 신경제개발 추진전략과 목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 과제 및 협력방
안을 제시함
-중
 장기 남북경제통합 가능성 및 정책과제를 모색함.

▶ 연구책임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161

15
K
I
E
P

DDA협상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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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DDA 협상이 공전되는 가운데 2013년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DDA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정립 시에 스몰패키지(small package) 차원에서 논의된‘조기수확프로그램
(EHP)’
이 화두로 예상됨.
• 지금까지 EHP 내용으로 거론된 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됨.
-선
 진국이 주장한‘무역원활화’
와‘환경상품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
가 있고 개도국의 주장인‘LDC에 대
한 DFQF(Duty Free, Quota Free)’
,‘면화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과 보조금 철폐’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
폐’
가 있음.
• 거론된 다섯 가지의 EHP 내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는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는 드물며, 다섯 가
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DDA 주요 참가국 간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함.
• EHP 내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DDA 참가국(그룹)의 이해득실을 실증적으로 계량화하고, 이를
기초로 DDA 진전을 위한 EHP 타협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DDA 협상의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DDA 참여 주요국별로 EHP의 이해득실 관계를 계량화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EHP 절충안을 도출하
고자 함.
■

기대효과
-무
 역원활화 등의 EHP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실증연구에
기여함.
-교
 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주요국의 이해득실이 균형을 이룬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WTO
체제에서 한국의 위상 및 역할 제고에 기여함.

▶ 연구책임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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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내구소비재, 건설수주,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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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중 양국은 모두 신흥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전략적으로 이에 대한 진출을 확대함.
-중
 국은 2000년 해외진출전략을 수립하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와
원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림.
-한
 국도 중동 일변도의 자원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원 공급처를 다원화하는 노력을 활발히 함.
-선
 진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수출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미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신흥국 시장을 개척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중국은 한국기업이 신흥시장에서 가장 빈번히 마주하는 경쟁상대가 됨.
-중
 국의 경쟁력이 저비용와 저가품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장 직
접적인 경쟁 압력을 받는 상황임.
• 신흥시장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력 전략의 수
립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신흥지역에서 중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중국정부의 자국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정책을 파악
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대중국 경쟁 우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아가 중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 및 전략을 제시함.
■

기대효과
-한
 국과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분석을 통해 南南협력에 관한 새로운 함의를 도출함.
-한
 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의 근거자료를 마련함.
-각
 지역별 진출 유망 업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책임자 최필수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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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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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중국은 지난 30년 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함.
• 2009년 9월 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2050년 중국의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서」
를 발표함.
-중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절대량 방식과 상대적 지표(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배출원단위)를 이용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제안함.
-탄
 소세의 편익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가 중국의 미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함.
• 녹색정책과 관련된 일부 보호무역 실행조치가 다자무역제도(WTO)와 관련되면서 쟁점이 됨.
-중
 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WTO 규범 가운데 특히 내국민대우/MFN(e.g. border tax adjustment), 보조금협
정(그린기술개발 지원 등), TBT 협정(eco-labeling 등)과 관련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파악하여 다자무역제도나 WTO 규범과의 충돌 및 양립 가능성을 검토
하고, 실제로 산업별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사례를 찾아 중국과의 녹색산업무역이나 향후 협력체계에 미치
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대효과
-급
 속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
-중
 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과 협력방안을 정책에 반영함.

▶ 연구책임자 문익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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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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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중국이 2011년부터 경제성장의 핵심역량으로 소비를 강조함에 따라 중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한
 국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기업은 경쟁국에 비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력이 뒤떨어짐.
-향
 후 중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의 핵심 화두인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
• 중국 내수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이라기보다는 지역별로 특화되고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며, 중국
의 내수 성장거점도 이전의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내륙 및 동북지역으로 확산됨.
-중
 국은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지므로 중국 시장을 단일시장이 아닌 다수 지역시장의 집합체로 보고, 지역별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함.
-지
 역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각 지역과의
효과적인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진출방안을 제시하고, 효
과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기대효과
-중
 국 지역별 내수시장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 분석의 틀을 제공함.
-중
 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한
 ·중(특히 한국-중국 지방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방안을 제시함.

▶ 연구책임자 양평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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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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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국은 2007년에 ASEAN과 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 및 투자 등의 분야에서 해당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
함. 최근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의 양자간 FTA(또는 CEPA)를 준비함.
-한
 국은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생산요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신흥국인 ASEAN 주요국과 전략산업을 중
심으로 생산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현지화를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태국,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자간 협력을 통하여 자
국기업과 해외진출기업 간의 서비스링크비용(service 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
• 중국은 2005년에 ASEAN과 FTA를 체결하고, 2006년부터 시작된 범북부만(Pan-Beibu Gulf) 경제협력포럼
을 지속함으로써 동남아 주요국과 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양자간 산업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전략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하기 위해 보다 치밀하고도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 연구는 한국과 ASEAN 주요국 간의 산업협력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적 산업협력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신
 흥시장으로 불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양자간 FTA 협상에도 기여함.
■

기대효과
-양
 자간 산업협력 확대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자간 FTA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연구책임자 김태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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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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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91년 개방을 시작된 경제개혁 이후 인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일련의 FTA를 추
진하면서 개방의 폭을 넓히는 상황임.
• 무역자유화, 규제철폐, 시장중심의 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이 인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연구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한 측면이 지적되며, 인도 진출 한국기업
에 인도 노동시장의 기초정보 제공 및 관련 지원정책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는 드문 실정임.
-인
 도 진출 한국기업이 지목한 가장 중요한 경영애로 요인으로 인프라 부족, 다음으로 인사관리 곤란, 노사
갈등 및 분규 가능성을 꼽으며, 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현지 노무 관계 및 노사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함.
• 이 연구는 1991년 이후 지속된 경제개혁이 인도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무
 역자유화(관세인하 및 RTA 체결 등), 각종 규제철폐 및 인도정부의 시장 지향적 정책 등이 인도 노동시장
에 미친 영향을 산업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지역별(州 단위), 도시·지방별, 노동 숙련도별 또는 직
업별로 분석하고자 함.
• 이 연구는 경제개혁에 따라 변화된 인도의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를 살펴봄으로써 인도 진출 한국기업 및
관련 지원정책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대효과
-이
 연구는 인도 노동시장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증분석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
-인
 도 노동시장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함.
-현
 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기여함.

▶ 연구책임자 이 웅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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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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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0년대 중남미 경제의 붐과 더불어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의 부상이 크게 주목됨.
-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붐은 일차산품(commodities)의 붐에 힘입은 바가 크며, 중남미 다국적기업이 자원 분
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이미
중남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중남미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갈수록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중
 남미 다국적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한국과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전문분야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윈윈(Win-Win)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중
 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분
야 진출 방안,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풍
 부한 일차산품 머니를 앞세워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방안에 초
점을 둘 계획임.
■

기대효과
-중
 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내 첫 연구로서 학술적 기여가 기대됨.
-중
 남미 토종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함.

▶ 연구책임자 권기수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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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국가신용등급이 낮고, 프로젝트 추진에 복합적인 위험이 따르므로 국내 금
융기관의 단독 금용자금이 용이하지 않음.
-선
 진국 수출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의 다자개발은행(MDB), 국
제투자은행(IB), 중동 펀드 등과의 협조융자 등을 통해 금융지원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최
 근 들어 아프리카 자원부국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및 건설 붐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사
업단위가 대형화되고 자원조달 능력이 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이 됨.
•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융조건이 양호한 외부 금융기관들을 협조융자 파트너로 활용하도록 금융 네트워크
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한
 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정부가 요구하는 인프라 등을 건설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
는‘동반진출(package deal)’전략을 추진함.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관건임.
• 이 연구는 아프리카 진출에서 한국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는 금융조달 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함으
로써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함.
-아
 프리카 시장은‘위험과 불확실성(Risk & Uncertainty)’
이 다른 시장보다 높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시장
이므로 외부 금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지원 이니셔티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금
 융 파트너십(협조융자 등) 구축을 통해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수반되는 리스
크를 분담함.
■

기대효과
-해
 외 금융기관과의 공동 파이낸스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활성화
에 기여함.
▶ 연구책임자 박영호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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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MENA 지역 국가는 비석유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의 다양한 부분에서 육성정책을 추진함.
• 한국은 그동안 MENA 지역 국가와 석유화학산업 및 건설플랜트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
나, 향후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협력과제를 발굴해야 함.
-한
 국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기기 관련 기술수준이 높고 대형 병원의 운영 노하우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므로
MENA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협력과제 도출이 가능함.
-U
 AE, 카타르 등 자원부국의 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서비스 공급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내의 고부가가
치 획득과 함께 현지에서의 평판도 높아지므로 한국과 MENA 지역 국가 간의 협력수요가 확대될 가능성
이 높음.
• 이 연구는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요인을
분석한 이후 한국과 MENA 지역 국가 간의 보건의료산업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M
 ENA 지역의 관련 산업 동향은 인프라 투자규모, 메디컬 시티 조성사업, 민간의료시장 진흥정책 등을 조
사하여 향후 수요 전망을 도출함.
-국
 내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기기, 병원 건설 및 운영, 의료관광 등의 부문별 경쟁력 요인을 분석하여 보다 구
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함.
■

기대효과
-보
 건의료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중장기 수요 전망을 통해 산업분석 연구에 기여함.
-국
 내 보건의료산업의 대MENA 지역 부문별 협력방안 과제 도출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을 제공함.
-향
 후 MENA 지역의 탈석유산업에 대한 협력방향을 도출함.

▶ 연구책임자 이권형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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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주, 대기, 공해(公海, high seas), 남극, 등의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국제법(Outer Space Treaty 1967; Antarctic Treaty 1961 등)의 적용을 받지만, 국제법은 태생적으로 내용
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면서 제도가 현안을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함.
• 남극 부존자원의 개발 및 소유권 문제, 공해 과도 어획 문제, 정지궤도의 위성 간 간섭 문제 등은 국제 사회
의 주요 논의 사안으로 자리 잡음.
• 국제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 적정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현재 거버넌스 제도를 평가해야 함.
• 공유지 현황 및 쟁점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동
시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속가능한 개발, 효율성, 평등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공유지 적정 거버넌스 논리 및 구조를
제시하여 한국정부가 국제 사회의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야 함.
■

기대효과
-공
 유지 거버넌스의 이론에 대한 연구 문헌으로서 기여함.
-국
 제 공유지와 공유지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국
 제 사회의 관련 논의에서 한국정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연구책임자 한바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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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업무 분장
부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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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실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 산업 개방에 대한 연구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연구
•국제금융센터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
•남북한 금융·통화 협력에 대한 연구
•북미·대양주, 유럽 지역과 일본의 경제정책 및 대외경제관계 연구
•한국의 무역·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수출입 및 무역구조에 대한 연구
•WTO 및 다자차원의 국제무역질서 정립에 대한 연구
•DDA 협상의 영향 및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
•지역무역협정의 동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략에 대한 연구
•세계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교연구 및 동향분석

협력정책실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연구 및 대외원조전략 관련 연구
•국별원조전략, 부문조사 등 지역연구와 연계한 ODA 연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연구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연구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한 연구
•통일 대비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및 북한 관련 개발협력 연구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업무지원
•중국, 중동구, 러시아, 중남미, 동서남아, 중동·아프리카, 인도 등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주요 지역별 대외경제관계의 현황 및 대한(對韓)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주요 지역별 경제정책 및 제도,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의 경제환경, 투자환경, 시장특성, 발전전략, 내수시장 규모/특성 등에 대하여 각 권역별
혹은 성별로 연구
•신흥경제지역에 대한 국내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웹사이트 기획 및 운영
•신흥지역연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DB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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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
•정보자료의 선정·수집·검색·관리, 정보자료의 조직·소장자료의 DB화, 디지털도서관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이용자 연구 주제별 프로파일 관리 및 정보서비스, 국내외 정보자료 관련 대외협력
•전산정보시스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의 입수 및 운영관리

지식정보실

•근거리 통신망(LAN) 및 인터넷 관리, 그룹웨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국내외 데이터뱅크 연
결 및 관리
•연구결과물의 발간, 발간물 홍보자료 및 연혁사 편집 및 발간, KIEP Webzine 발간 관리
•Homepage 발간자료 관리, 발간물의 배포 및 회원제, 판매 관리
•언론홍보, 대외협력, 온라인 뉴스레터, 연구성과 확대 관련 업무
•경영혁신, 기관평가 총괄, 사업실적 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연구용역 계약,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전문가풀

연구조정실

•인사관리 세미나 등 총괄지원, 복리후생, 보안 업무, 재산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국회업무, 규정업무, 감사업무, 회계 및 세무수탁연구용역 집행관리,
국내외 출장

예산 현황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34,738,000,000

계

34,738,000,000

Ⅰ. 정부출연금
Ⅱ. 자체수입

30,430,000,000
4,308,000,000

Ⅰ. 인건비
Ⅱ. 연구사업비

23,049,000,000

Ⅲ. 경상운영비

1,472,000,000

Ⅳ. 시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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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000,000

364,000,000

연구원 현황

부
록

(2012. 12. 31 기준)

연구직

원장

위원급

원급

47

41

1

전문직

행정직

기능직

합계

9

12

14

124

⦁ 연구위원 인력 현황
직 위

성 명

부원장

김상겸

아·태 경제협력 / 무역원활화(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조정실장

김흥종

유럽연구 / 통상 / FTA(서울대)

국제경제실장

박복영

국제금융, 국제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서울대)

협력정책실장

김준동

서비스 / 외국인투자(미, 시카고대)

신흥지역연구센터소장

이장규

중국경제(미, 피츠버그대)

지식정보실장

김윤실

정보관리 / 정보정책(연세대)

서진교

WTO 농업통상(미, 메릴랜드대)

윤덕룡

금융협력 / 남북경협 / 거시금융(독, 키일대)

이창재

경제협력 / 개발협력(프, 파리Ⅰ대)

정여천

러시아 및 한·러 경협(독, 뮌헨대)

정형곤

경제협력 / 남북경협 / 경제특구(독, 쾰른대)

조종화

환율제도 / 국제금융(미, 워싱턴주립대)

최낙균

통상 / 무역(미, 텍사스오스틴대)

권율

ODA정책전략(서강대)

김규판

일본경제(일, 게이오대)

양평섭

중국경제 / 산업·무역(한국외국어대)

이승신

중국경제 / 외국인투자(대, 국립정치대)

이재영

러시아, CIS 경제(러, 모스크바국립대)

이준규

FTA / 북미경제(미, 남가주대)

정성춘

일본 / 환경 / 기술경제(일, 히토츠바시대)

정지원

국제무역 / 국제개발협력(미, 플로리다대)

정철

국제무역 / 문화 / 노동(미, 미시간대)

최규종

중국종합연구(중, 사회과학원대)

허인

금융협력(미, 로체스터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주요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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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부연구위원

성 명
강대창

동남아지역(미, 워싱턴주립대)

강유덕

서유럽(프, 파리정치대)

곽성일

아프리카지역(미, 조지워싱턴대)

권기수

남미 / MERCOSUR(한국외국어대)

김미수

남아시아지역(인도, 자와할랄대)

김부용

북경 / 천진 / 하북지역(서울대)

김영귀

무역수지 / 농업(미, 미시건주립대)

김종덕

지역통상(미, 미시건대)

김태윤

동서남아지역(미, 오클라호마대)

노수연

상해 / 강소성지역(중, 복단대)

문익준

중국지역(중, 청화대)

문진영

에너지 / 환경(미, 미네소타대)

박영호

아프리카 / ODA(한국외국어대)

배찬권

무역과 생산성 / 고용및임금(미, 인디아나대)

서정민

무역과 환경(미, 보스턴대)

선주연

무역과 경쟁(미, 코넬대)

안지연

국제금융 / 국제자본이동(미, 코넬대학교)

오수현

통상 / 개발(미, 펜셀베이니아주립대)

오윤아

동남아지역경제(미, 오하이오주립대)

윤성학

중앙아시아(연세대)

이권형

중동지역(영, 런던대)

이동은

국제금융 / 거시금융정책(미, 인디아나대)

이상훈

산동지역(중, 사회과학원대)

이승래

FTA / FDI(미, 텍사스오스틴대)

이웅

초청연구위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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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지역(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임태균

정치경제 / 국가·사회 관계(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정지현

중부 6개성 지역(중, 사회과학원대)

제성훈

러시아 / CIS 정치경제(러, 모스크바국립대)

조두연

국제금융 / 환율 및 외환시장(미, 미시건주립대)

조영관

중앙아시아(러, 모스크바국립대)

조충제

인도지역경제(한국외국어대)

최필수

중국경제 / 한중관계(중, 청화대)

편주현

국제거시금융 / 국제무역(미, 캘리포니아주립대)

한바란

아중동경제(미, 코넬대)

박월라

중국경제(미, 미시건대)

김정수

일본정치경제(미, 존스홉킨스대)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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