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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Wook Chae and Pyeong Seob Yang eds. (2012. 12)
ISBN 978-89-322-1447-4 / A5 / 376면 / 15,000원

후진타오 집정 10년간 중국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달

화 정책으로 나누어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검토

성하여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 ‧ 중 경제협력 관계를

장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과 선

모색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진국의 경기침체라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중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중

첫째,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었

국경제가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다. 그동안 중국의 가장 큰 성장동력이었던 ‘인구 보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는

너스’가 사라지면서 잠재성장력 둔화로 이어지고 있

지적이 있다. ‘중등소득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

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의 전환 방향과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발전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

둘째, 중국 중장기 산업 전략의 전환 방향과 이러한

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는 중국경제의 성장

변화가 세계경제와 한 ‧ 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률은 물론 세계경제 및 한 ‧ 중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이슈로서 중국의

미치게 될 것이다.

산업 고도화 추진 방향과 중장기 에너지 정책 변화를

발전방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경제는 고속성장

분석하였다.

시대가 끝나고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

셋째, 중국경제의 국제화 이슈를 다루었다. 중국은

의 발전방식 전환, 성장 동인 변화, 중국경제의 성장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

률 둔화는 한 ‧ 중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을 달성하였다. 이를 ‘대외개방의 보너스’라 한다. 그

이다. 따라서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한

러나 이러한 ‘개방의 보너스’가 소실되고 있는 것도

‧ 중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중국은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과 인구 문제,

스스로 국제화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이를 통해 지

새로운 산업정책과 에너지 정책, 중국경제의 글로벌

속적인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012

2012년 KIEP 연구보고서 요약집

양국간 무역과 투자 협력 현황과 과제, 그리고 중국

의 핵심 내용인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해외투자 전략

에 진출한 한국계 다국적기업의 중국 사업을 평가하

을 분석하였다.

였다.

넷째, 한 ‧ 중 경제협력 이슈로서 한 ‧ 중 수교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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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 · 한진희 (2012. 11)
ISBN 978-89-322-1384-2 / A5 / 240면 / 10,000원

세계 전체의 무역, 생산, GDP 등의 추이를 보면,

가가치 증대 같은 실제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생산 및 GDP 추이는 큰 변동이 없는 데 반해 무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역은 금액 및 물량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무역이 고용 및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부가가치에 미치는 주요 국별 및 산업별 영향을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이 세분화됨과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노

지리적으로 분할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

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제조

면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단계들이 경쟁력 있는

업 사업체 미시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에 분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무

와 같이 생산 및 판매 단계가 지리적으로 분할되

역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면서 종전에 특정 국가가 독점하던 부가가치는 여

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러 국가에 배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무역 및 개방

점에서 보면 양적인 무역 총액은 증가하지만 국내

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

에 돌아오는 고용 및 부가가치는 늘지 않는 현상

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나타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배경과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적인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

이에 따른 고용 및 부가가치의 변화에 대해 분석

기 때문에,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

하였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이

우 높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국내총생산

후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제품 디자인과 부품

(GDP) 증가율은 6.2%, 3.6%인데, 이 중 수출의

생산부터 조립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과

기여도는 각각 7.2%와 5.2%로 수출의 성장기여

정을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분할함으로써 글로벌

율은 166%와 144%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가

가치사슬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은

치사슬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기업단위에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무역 확대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고용과 부

있으며, 최근의 무역은 상품을 교역(trade in

016

2012년 KIEP 연구보고서 요약집

중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농림

(trade in tasks)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수산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96년의 11.15%,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원인으로 첫

22.68%에서 2009년에는 7.37%, 17.59%로 크게

째, 중간재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

하락한 데 반해, 서비스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다. 최근의 중간재 교역 증가는 산업내무역이 심화

66.07%에서 74.96%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부품 및 소재 조달이 활발하

산업부문별로 수출과 고용, 수출과 부가가치, 부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투자

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가 확대되면서 국제적 생산 및 거래 활동이 제품구

여타 부문과 다르게 제조업의 경우 수출과 고용

조 및 지리적으로 더욱 분화되며 다각화되고 있기

간의 상관관계는 -0.82로 나타나며 1%의 유의수

때문이다. 셋째,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로 관세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하와 무역원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 거래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증가해도 고용비중은

활동의 애로요인이 완화된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과 부가가

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관계는 통계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상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품의 가치가 제품의 최종원산지국가에 귀속되는

이러한 부문별 비중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무역분석방법이 적절

를 보면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기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

때문에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총액

종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 준 (gross value)이 아 니 라 부 가 가 치 (value

제3장에서는 1996~2009년의 세계투입산출표

added)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산

(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하

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세부 업종별로 국별 · 연도

여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별 관련 통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분석하였다. 특히 Meng et al.(2006), WTO and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Out-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put Database)의 WIOT (World Input-Output

al.(2012)의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수출, 투자, 소

Tables)와 SEAs(Socio-Economic Accounts)를

비 등 최종수요 항목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출

이용하여 주요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를 분석

하였다.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산출과 수출의 추세가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의 경우

구성비, 다시 말해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이 총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계 금융

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

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2008~09년 기간

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에 20.8%

을 제외하고는 산출과 수출의 변화패턴이 유사하

에 불과했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는 2009

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동조화하고 있는 것

년에 31.3%까지 높아졌으며, 이러한 수준은 대만

으로 나타난다.

(36.7%)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우리나라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수출과 부가가

은 것으로 나타난다.

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반면에 고용비

그러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다시 말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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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가가치가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

어 고용유발구성비는 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 낮

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부가

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

가치유발계수는 1996년의 0.674에서 다소간의

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현재

한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을

0.606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수료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의 숙련도를 구분하

(0.825), EU(0.786), 일본(0.835), 호주(0.839),

고 이러한 숙련도별로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였

캐나다(0.772)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0.80 내

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고급노동보다

외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

는 중 · 저급 노동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과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0.717),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대만(0.563) 등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

고급노동의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

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은 반면 투자 및 소비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것이 우리나라

데, 이는 탈공업화가 심화되고 서비스경제화가 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상의 특성에 기인한

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인력이 수출보다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국내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한편 최종수요에 따른 고용유발 중에서 차지하는

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수출이 고용유발에서 차지

제4장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하는 구성비는 1996년의 20.8%에서 2009년에는

수출이 사업체별 숙련노동의 (비숙련노동 대비)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

상대적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요국 중에서 대만(38.8%)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특히 제조업 전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상대

수준이다.

임금의 변화를 분해하고, 수출이 사업체의 R&D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최종수요로 나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이를

누어 고용유발계수(명/백만 달러)를 산출해보면,

위해 Heckman, Ichimura, and Todd(1997)의

수출의 경우 1996년의 27.3에서 2009년에는 14.4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 이용

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투자와 소비도 1996년에

하여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전체적 노동수요

는 각각 29.0, 34.7이었으나 2009년에는 19.1,

뿐 아니라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22.4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투자,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소비 등 경제활동이 증대되어도 고용은 그만큼 늘

분석결과는 수출이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

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는 하지만, 동시에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가

보여준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용유발계수가 하락

시킴으로써 숙련도별 고용 및 임금격차 확대에 기

하는 가운데,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하락폭이 소비

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출 참

와 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가는 사업체의 고용 및 평균임금 모두를 증가시키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경우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시장 참가 1년 전부터 참가 2년 후까지 두드러

편이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 혹은 무역자유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

화가 사업체간 노동이동을 수반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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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사업체의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킨

볼 때, 이러한 개연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다는 점이다. 즉 수출은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제5장에서는 40개국, 35개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

상대임금 모두에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

의 수출액을 산출하고, 어떠한 요인이 부가가치

는데, 상대임금보다는 상대고용에 대한 효과가 더

기준의 무역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출의

연구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가 사

중력이론, 헥셔올린이론, 리카도 모형 등을 이용

업체 중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하여 분석하고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체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과들은 무역자유화가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변

가시킨다는 최근 학계의 논의와 전반적으로 부합

수와 설명변수에 모두 로그값을 취하고 국가 및

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는 특히 수출도 이러한 효

연도 더미를 고려하는 LSDV(Least Squares

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

Dummy Variable) 추정방법, AR을 가지는 패널

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데 이 터 (unequally spaced panels with AR1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은 무역자유화에

disturbances)를 다루는 분석방법, Heckman의

따라 비효율적 내수사업체로부터 효율적 수출(참

2단계 추정방법, PPML에 따른 패널 분석방법들

가)사업체로의 자원재배분이 무역의 이익이 실현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되는 중요한 경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

전체 데이터(pooled data)를 이용하고 총액 기준

출시장 참가가 사업체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무역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해 각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수출

각 분석한 결과를 보면, PPML의 확률효과모형이

시장 참가가 비숙련노동보다는 숙련노동에 보다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는 PPML의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국별

무역자유화에 따라 숙련집약적 사업체들이 신규

및 산업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세부적으

로 수출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뿐 아니라 신규

로 분석하였다.

수출사업체들이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수

또한 총액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종속변

출 시작 이후 증가시킨다면, 이는 무역자유화가

수로 고려해볼 때,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를 종

경제 전체적으로도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 증

속변수로 고려한 결과의 통계적 검증치가 모두 개

가를 수반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무역자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가치

유화가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은 향상시키더라도

(net value)의 개념을 가지는 GDP가 설명변수로

비숙련노동의 임금 및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속변수도 총액(gross value)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닌 순가치의 의미를 가지는 부가가치 기준의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비숙련노동

무역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풍부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경쟁 및 제3국 시

아울러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하

장 경쟁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아웃

에서 무역 및 산업협력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기

소싱 확대 등도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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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산지국이 아닌 부가가치의 관점에서 무역의

에 비해 높으면 모든 산업에서 수출 총액은 증가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 집약적 제조업

한편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

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려하여 우리나라와 더불어 미국, 독일, 일본, 중

나타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

국,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모두 8개국의 35

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

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액 기준 및

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너스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저급노동비

분석결과를 보면 양국간 GDP의 합계, 요소부존도

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농업을 제외한 모

의 비율, 고급노동과 같은 추정계수가 플러스 부

든 산업의 수출 총액과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영향

호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받게 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수출 증대에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상대국에 비해 자본/노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이 고용

그리고 우리의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

및 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력모형의 예측대로 우리나라와 교역대상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수

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양국간 거리가 가

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

까울수록 교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만 고용유발계수는 낮게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

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어 고용유

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발구성비는 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타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과정에서 통계로

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은 기대

집계되는 총액 기준의 무역흐름으로만 보면 개도

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

국에 대해서는 자본집약적 제품, 선진국에는 기술

경제화가 진행되면서 고급인력이 수출보다는 국

및 노동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종

하지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부가가치

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급 수준의 기

고용정책은 무역이 숙련도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술집약적인 제품에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어

것을 시사한다.

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

둘째,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보면,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자본/노동 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이 점차 높

율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 자본집약도가 높아질

아지고 있지만,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속

수록 수출의 총액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수출이 외형적으로는

나타난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자본집약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나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등

도를 높여도 수출 총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

에 따라 부가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증대되지 못하

가가치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

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수출 총액에 집중하

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

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위 주로 국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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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

산업의 경우 소재 및 중간재의 국내경쟁력을 강화

해서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해서 수출이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단기적 노동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
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의 재취업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교육 및 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
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단기적 노동(STW:
Short-Time Working)을 지원하고 해고를 최소
화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시
장 참여 혹은 중소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MEs)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무역자유화가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 및 임금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추
진과 함께 무역 자유화 내지는 세계화로 인한 실
직 근로자, 특히 비숙련 실직 근로자들이 사회안
전망의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
적 사회안전망 제도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아,
이를 재정비 ·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및 기술개발전략은 무역의
부가가치와 연계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
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집약적 제조
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
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산업별로 수출이 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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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

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들을 들 수 있다.

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

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

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

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

로 예상된다.

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

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

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

농 산 물 시 장 접 근 (NAMA: Non-Agricul-tural

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

할 수 없는 것이다.

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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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립하고 있다.

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

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

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

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

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

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

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

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

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

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

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

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

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

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

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

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

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

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

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

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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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

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

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

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

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이다.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

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

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

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

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

있다.

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

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

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안이 될 수 있다.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

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

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

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

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

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

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

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

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

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

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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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

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

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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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한 · 미 FTA를 제외하고 한 · 칠레, 한 · 싱가포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

르, 한 · EFTA 그리고 한 · ASEAN FTA를 분석

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과 FTA 체결 전에 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행되었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에 국

사전에 예측된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구

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

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FTA로 인해 공

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통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률이 높아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 후 경

제3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

과 기간이 가장 긴 한 · 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

결국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가 양국간 교

다.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리고 생

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FTA를 기점으로 발생한 교역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FTA의 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기체결

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

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귀결

되었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5년까지 증가와 감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

FTA가 그것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경제성장에

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

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데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역이 부진했

이터의 한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발효된 한 · EU,

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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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FTA FTA의 발효 이후의 교역은 수출보다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는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

라의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주로 선박과 같은

과의 그것은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

대형 수주실적에 의존하여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

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

고 있다. EFTA에 대한 수출은 일부 산업 부문에

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국한되는 반면, EFTA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다양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후 ‘전자부품 및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 공

한 · 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

급 · 제어 장치’ 같은 자본재의 수입이 빠른 속도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로 늘어났다.

한 반면, 동광을 중심으로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우 리 나 라 와 ASEAN의 교 역 은 한 · ASEAN

늘어나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FTA(상품분야) 발효 전인 2000~06년 연평균

FTA 체결 당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 부문의 피

8.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FTA 발효 이듬해인

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

2008년에는 전년대비 25.5%로 크게 증가하였다.

배업’에서 수입이 소폭 증가했을 뿐 ‘고기, 과실,

2009년의 교역량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채소 및 유지가공업’에서는 FTA 발효 이후에 오

줄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히려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29.7%와 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

포도 등 일부 세부품목에서는 FTA 발효 이후 수

러나 양자 모두 FTA 발효 초기 특혜관세 활용률

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칠레 수입 농축산품

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 발효 이후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수입은

교역 증가를 전적으로 관세 감축의 결과로 해석할

FTA 이후 연평균 11.4%가 증가하였다. 칠레산 포

수는 없다. 한 · 싱가포르 FTA에서도 나타나듯

도의 국내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33.6%씩 증

이,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 경제교류의 활성화

가하여 2011년에는 1억 달러에 달하였다.

를 교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역은 FTA 발효 전인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FTA 발효 전후로 나타난

2000~05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FTA

교역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발효 시점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보았다. 이를 위해 적절하게 정의된 FTA 관련 더

11.7%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 · 싱가포르 교역 규모

미변수를 추가하여 일반적 형태의 중력모형을 확

는 2011년 298억 달러에 달해 2003년에 비해 2.3

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가량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FTA 체

기발효 FTA는 양자간 교역 규모의 증가에 크게

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였으

기여하였다. FTA 발효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

므로 FTA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는 한 · 싱가포르

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특히 칠레와 ASEAN 국가로 원자재 공급처를 전

보다는 FTA가 관세 감축 외에 양국간 호혜적인

환하고, EFTA 국가들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늘림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의 확대에 기여했

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

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은 FTA의 수출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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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양자간

제4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교역에 대한 효과를 각 FTA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수출 증가율 면에서 한 · 싱가포르 FTA가 가장 컸

인직접투자(IFD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

고, 다음으로 한 · 칠레 FTA 그리고 싱가포르를

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해외직접투자 유

제외한 ASEAN 국가들과의 FTA 순이었다. 그러나

출입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EFTA국가와의 FTA가 우리나라의 대(對)EFTA

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

수출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수입

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

증가율에 대해서는 한 · EFTA FTA를 포함한 모

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든 개별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

으로 나타났다.

자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칠레의 경우 우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

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FTA 체결

은 여전히 미미하나 FTA 체결을 기점으로 광업

이후 나타난 양자간 교역의 확대가 대체로 기존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

제3국과의 교역이 FTA 체결국으로 전환된 것에

다. 싱가포르와 EFTA 국가 역시 우리나라의 전체

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FTA별로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

살펴보면 한 · 칠레 FTA의 무역전환 효과와 한 ·

만 FTA 발효 이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

싱가포르 FTA의 무역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고, 한 ·

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주로 금융업,

ASEAN FTA도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

전문서비스업, 수상 운송업에서 활발하였고, 그동

국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안 투자 실적이 거의 없었던 EFTA 국가에 대해서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FTA 이후 국내기업의

는 2006년 FTA 발효 이후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수출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시점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

ASEAN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0%

고, 수출액 측면에서도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률이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FTA 발효 이후 원유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천연가스, 광업,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

절대적인 크기는 물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증대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됨으로써 FTA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크게 기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직접투자는 374억 달러에서 1,342억 달러 규모로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였다. FTA

확대되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의 수

FTA를 기점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이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크지

총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않았고 주요 투자 부문도 서비스업에 편중된 것으

2009년 세계 경기침체기의 기업 수출 활동을 조

로 나타났다. 칠레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

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물류업에 진출하기 시작

크게 나타나 거시경제의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

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싱가포르

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와 EFTA 역시 FTA 발효 이듬해인 200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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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는 동향 분석의 내용과 일치한다.

부문은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업과 부동산업이었

제5장에서는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국

으며, EFTA는 유통과 전문서비스업이었다.

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

ASEAN 국가로부터의 투자 또한 금융업과 부동

지 살 펴 보 고 , 이 중 차 분 (DID: Difference-In-

산업 같은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었다. ASEAN 국

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나

가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FTA

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하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오히려 줄어들어, 우

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1~09년 사이 우리나

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라 FTA 체결국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

비중이 2000년 11.4%에서 2010년 4.4%로 감소

으로 고정효과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였

하였다.

다. 고정효과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수출과 고용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FTA의 효과를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중차분모형은

나라의 기발효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

수출과 생산성, 고용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제어하고

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켰다. FTA를 계기로 후진국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

으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수직적 해

석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또한 이중차분모형에서

외직접투자, 선진국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FTA 발효 전후의 시차를 고려함으로써 FTA의 생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산성과 고용에 대한 시차 효과도 추정하였다.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생산성

되어 장기적으로 FTA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수출기업의 생산

둘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평균적으로 외

성, 그리고 고용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

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 간의 양(+)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선진국으로부터의 투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FTA가 모두 발

자 유입에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된 200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

사용한 생산성 지표에 따라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국으로 나누어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진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과 생산

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FTA를 통해 우리나

성과의 관계도 2007년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

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의한 긍정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BIT가 외국인직접투

효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3장의 실증분

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석 결과를 고려하면, FT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의 상품협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주요 투자국인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

을 것으로 보인다.

자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발효 FTA

결과는 FTA 발효 후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

가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

와 EFTA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발효 FTA는 수출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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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산성 효과는 FTA 발

시장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

FTA의 고용 효과는 주로 FTA 발효 후 3년 이내

기업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

영향을 받으므로,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

라 기발효 FTA는 기업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생

원제도 등 이들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산성과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제6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FTA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

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중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투자 장벽을 완화함

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과 동시에 Greenfield형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될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적 FTA 효

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

과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

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한다. 즉,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이를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서비

FTA를 평가할 경우 FTA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know-how)를 적

있으며,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

극 습득함으로써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

진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

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 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
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FTA 체결 이
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
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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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
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수출 효과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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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2012. 12)
ISBN 978-89-322-1387-3 / A5 / 190면 / 7,000원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① 2000년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② 수입통관 이후 국

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

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③ 상대

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

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④ 상품다양성효과

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

수 있다.

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실제

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결과 GDP의 약 0.3%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

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데,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적

Feen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

특성 등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

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

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고, 이를 기초로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한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

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지수

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

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다.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

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품이

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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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

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

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

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

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

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

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

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

익은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

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
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
통경로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
의 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
과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
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
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
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
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
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
이가 없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
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
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
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
하고, 필요 시 병행 또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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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2012. 12)
ISBN 978-89-322-1388-0 / A5 / 320면 / 12,000원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

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

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

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

수 있었다.

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균 11.5%씩 증가하였다.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

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으로 나타났다.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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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

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

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

주문하였다.

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
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
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
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
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
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
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
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
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 · 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
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
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
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
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
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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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내부화 방식의 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

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

성을 교정하는 측면 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유인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직

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접투자는 녹색기술 R&D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

인위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자유인 저하 문제의 해소와 기초기술의 확산효과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

라는 정(正)의 외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

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통상규범에서 보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개별 업체에 추가비용을 부

조금을 통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려의

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를 도입하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

친환경 상품 및 기술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한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 관련 부분은 세계무역을

소비자와 생산자 간 환경 관련 품질정보에 비대칭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

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국제무역의 맥락에

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

서 상대국의 기술규제가 수출기업에 순응비용을

련 국내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각종 조치가 WTO 규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종류에 따라 해외수

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요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을 줄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색하는 데 있다.

수출기업에도 반드시 불리한 종류의 정책수단이라

본 연구에서 녹색성장과 WTO 간의 조화 문제를 본

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에 수준이 존

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녹색성장정책과

재하여 한 국가의 규제 수준이 상대방 국가의 수

다자무역제도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

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표현가능한 기술의 경

였다. 우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외부경

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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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이나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경세조정 문제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과, 기술규

와 관련해서 탄소세의 국경조정은 양허관세에 관

제 도입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더라

한 GATT 제II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해 그 합법성

도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반하여 정당화하기 용이

을 인정받아 용이하게 발동이 가능하지만, 탄소량

하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의 정확한 측정과 과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

그 가시성은 다른 두 수단들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

어야 한다.

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과된 무

다음으로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

역제한 조치가 비차별 원칙 등의 GATT 규정에 위

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을 통해 다루었다.

배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

조치로 GATT의 일반예외 조항인 제XX조의 (b)호

의 분야별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

또는 (g)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를 분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

서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법제 등의 구체적인

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

조치가 GATT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나, 기후변화

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대응,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꼭

시장개방정책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 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조치를 최소한

치의 GATT상의 최혜국대우(제I조), 내국민대우

GATT 제XX조상의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제III조), 국경세조정(제II조)과의 합치성 문제를

야 한다.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정 녹색성장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치 및 이들 규정의 위반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지

WTO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

적이나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GATT 위반의 소지

에 대해 지적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가 있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조치

데, 이는 우리나라가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

중 특히 탄소세, 자동차의 연비기준에 따른 가솔린

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과소비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의 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이 아직 피소된 적은

조금 · 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없으나, 다른 회원국의 녹색성장 보조금의 경우에

수입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치들

는 총 3건의 WTO 분쟁사례가 있었다. 반면 미국

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여부 판

의 상계관세 관행을 확인한 결과, R&D, 에너지 등

정은 비교대상 상품이 동종상품인지의 여부와 불

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녹색지원 조치가 피소

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

되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계관세와

데, 그중 특히 동종상품 여부는 논란의 소재가 있다. 예

같은 해외 시장장벽을 감소하기 위해서 미국 등

컨대 외견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녹색제품과 비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 · 상쇄 대책이 필

녹색제품이 같은 상품으로 판단된다면 이들 상품에

요하다.

적용되는 차별적 내국세나 규제가 GATT의 비차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상대국

별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나 EC 석면 사건에

의 제소나 상계관세 등과 같은 대응조치의 적용가

서 상소기관의 해석은 환경친화적 상품과 비친화

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적 상품의 차별대우가 GATT 비차별 원칙에 위배

수출촉진 · 수입대체 보조금 제공을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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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TBT

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집중

협정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생산자를 위한 일반 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 의무 준

조금보다 제소 · 상계관세조사 발동요건이 더욱 복

수와 더불어,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잡한 상품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잘 활용할 것,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제시

(4) 아직 WTO에서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사항, 논의된 의견의 규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녹색서비스 산업을 육성

제 반영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할 때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WTO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중 TBT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는 총 4건이었으나, WTO에 제소된 사례는 없었

녹색성장과 WTO 간의 국내정책별 조화방안과 다

다. 그러나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규제 도입

르게, 대외적 접근을 통한 조화방안의 목적은 녹색

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

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소화하고 WTO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녹색성장

이러한 접근방식은 WTO 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가

관련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 대상인가에 대한 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간 공

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

조를 요구한다. 대외적 접근으로는 다자무역체제

일 경우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표준에 해당

를 녹색화하는 방안과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비차별 원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WTO를 녹색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 데 있

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어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

환경 관련 협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친환경적

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한편 상품 무관련

인 다자무역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노

생산 · 공정 방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

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

제는 TBT 협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GATT의

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APEC에서 환경 상품 ·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TBT 협정은 물론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합의내용을 DDA 복수간

GATT 등 관련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협상의 기반으로 삼을 것, 허용보조금에 대해 재논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

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둘째 접근으로는

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 되

우리나라의 대WTO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준수 시 야기될 위험을

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를 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

을 통해 녹색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무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강화 방안은

역에 불필요한 장벽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더욱 ‘WTO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

인 해결방안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기술규

로 한다. 현재 기후변화체제는 UNFCCC와 교토의

제와 다른 회원국의 해당 기술규제 간에 상호인정

정서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들 조약에 무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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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지만 무역과 관련성이 있는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화

규정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제2.1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녹

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되는 부속서 I

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당사국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조치

접근방식은 모두 무역과 환경 관련 학문 간의 교육

를 취할 때, 개도국을 포함한 여타 당사국에 대한

· 연구 · 교류의 활성화, 국내 해당 부처간 협조와

사회적 · 환경적 · 경제적 영향,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UNFCCC 부속기관에 부속
서 I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여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대응조치
영향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에서 대응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논의의 가능성은 선진
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포럼 논의에
무역 관련 이슈를 포함시키자는 몇몇 국가의 입장
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인도 등 개도
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
다. 이러한 금지는 무역제한 중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XX조와 상
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면 국내정책별 조화라는 것
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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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
장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또한 불
필요한 무역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다자무역체제
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
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조화방식이 많은 국가의 공동노력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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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과 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COP17)에서는 2020년 모든 국가가 단일한 법적

기후변화체제 작동원리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구속하에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명하고, (2) 체제설계의 핵심요소인 감축과 지원

성립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체제가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체제성립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국가별

가지는 의미를 논한 후, (3)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로 상이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

도출한다.

안할 때, 신기후변화체제의 지향은 다양하고도 근

기존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 협약 참여 유인을

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하고, 참여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평

우선 협상 방식에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감축과 지

내용을 다루는 트랙과 교토의정서 협상 트랙으로

원으로 대표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

분리되어 다뤄졌던 다양한 의제들이 통합적으로

체적인 동작 원리, 더 나아가 개별 메커니즘의 연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감축과 지

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기후변화체제에 관

원 의무부담 여부에 따른 국가분류가 논의의 근간

한 협상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상황을 고려할

이었으나, 모든 당사국이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

때, 새로운 체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대한 연

변화체제하에서는 부담의 방식과 수준이 핵심 쟁

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체제의 개별 운영 메커니즘을 설계변수로 하는 분

역시 의무감축국 편입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다소

석틀을 제공하고,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화를 위

수동적으로 입장만을 수립하는 데에서 벗어나, 신

해 개별 메커니즘의 통합을 모색하는 첫 연구라는

기후변화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

데 의의가 있다.

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체제가 여타 공공재 문제와 같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 성립

이 감축비용 지불주체와 감축편익 향유주체 간 괴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리로 인하여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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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

5장은 감축 메커니즘과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통

안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

합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작

사적 책임과 함께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감축의

용을 살펴본 후, 이러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과

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

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감

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국만이 감

축수요가 발생하고 지원 메커니즘은 이를 충족하

축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확대되

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가 주목

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다. 민간은 감축 크레

신기후변화체제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신기후변

디트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고갈에 따른 재생

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개도국의 감축유인 제고와

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선점을 목적으

새로운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로 감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축수요를 야기하는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신기후변화체제의 특

주체이자, 개도국 내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징과 과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

자금의 제공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축 및 지

시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논의와

원 메커니즘의 통합을 위해서 민간의 유인체계 구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 확대 등 더 많은 국가들의

성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감축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최근 협상동향을 고려

6장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에 기여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하는 차원에서 감축과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 구축

우선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가들의 이

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메커니즘

질성을 완화하는 것이 신기후변화체제의 성공적

의 통합 측정 · 보고 · 검증(MRV) 시스템 구축이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개도국의

다. 둘째, 민간의 참여형태에 따라 감축과 지원에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의

대한 기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역량배양은 필수적임을 이

이전의 확산효과 지표의 개발이다. 넷째, 신규 시

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장 메커니즘의 허브(hub)로서 가칭 ‘녹색개발은행’

4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양대 메커니즘인 지

의 설립이다.

원 메커니즘과 감축 메커니즘의 구조와 주요 이슈

감축과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는 MRV 제도를 통해

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메커니즘의 상호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메커니즘의 MRV

작용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

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통합 MRV 시스템에

였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대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서 지원받는 감축활동에

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장기 지원목표와

대해서는 등록부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합의된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을 약속하였다. 한편 선

수준이다. 따라서 개별 메커니즘 MRV의 정교성

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합의하면서 개도국의 적극

제고나 메커니즘 내 통합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

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하

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 MRV 시스템

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은 주로 신규 시장 메

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을

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장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 예

메커니즘은 신기후변화체제가 지향하는 원칙과 목

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통합 MRV 모범사

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례 도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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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다자개발은행, 민간자본시

보다는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 새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와 GCF를 대안으로

연구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제시하였다.

투자 유형에 따라 수원국에 상이한 효과가 발생할

GCF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이를 기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 유형에 따라 의무달

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

성 정도의 인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본 연구가

단기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인정

GCF를 모태로 하는 녹색개발은행 등의 글로벌 녹

에 높은 할인율을, 장기 투자적 속성을 갖는 자본

색성장 추진체 설립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우

유입에 대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녹색산업 진흥에

감축 및 지원 효과를 가질 확률에 따른 보상의 차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

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건전성

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

(environmental integrity)과 역사적 책임 차원에

대한다.

서 민간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개
도국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안정성을 추구하
기 위해 국가간 이질성 완화를 강조하였는데, 기술
이전은 개별 국가의 감축비용함수나 환경편익함수
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비하
여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이전이 감축행
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민간투자가 기술
확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축 및
지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기술이전이 연
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기후변화체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 확
대에 주목하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위한 총괄관리기구
(overarching body) 또는 조정기관(coordination
facility)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구는 기후금
융(climate finance)의 공급과 수요 간 매칭시스템
(matching system) 기능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
는 선진국 · 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지
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략수립
과 재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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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2012. 12)
ISBN 978-89-322-1391-0 / A5 / 160면 / 7,000원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OECD 국가들

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신용등급은 하락했다.

을 기준으로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채무와의 관계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부채가 조달되는 경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 그 효과가 더 컸으며, 외화로 채무가 조달되는

제2장에서는 신용등급의 정의와 OECD 국가들의

경우도 신용등급을 더 빠르게 하락시켰다. 국제통

신용등급 변화를 살펴보고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다른 신

변수들간의 관계를 서술한다. 신용등급은 상승할

용등급 결정요인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움직였으나, 하락할

비교해 신용등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지 않았다.

때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국제통화를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신용등급의 변동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대체적으로

심했던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동 당시의 상황을 살

높았으나, 이들 국가들도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서

펴보고,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IMF로부터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변화가 신용등급의 변화를

구제금융을 받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급락했으며,

어떻게 가져왔는지 서술한다. 각 국가들 사례에서

이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안

신용등급이 하락한 국가들,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신용

경우 총부채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원인으로

등급이 높았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은 국채

작용했으며, 상승한 경우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국

에 대한 이자율 및 CDS 프리미엄이 낮았고, 위기

가채무가 크게 늘지 않아 거의 영향이 없었다. 상

중에도 변동성이 적었다.

승 혹은 하락한 경우 모두 1인당 국민소득, 금융위

제3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결정요인

기 발생빈도 등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었다.

을 선형패널(Linear Panel) 및 로짓모형(Ordered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변동을 살펴보

Logit)으로 분석하며, 이중 국가채무의 영향과

고, 결정요인들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외채, 단기채무, 외화부채, 국제통화 보유 여부 및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분석하며, 앞의 장에서 분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의 차이 여부 등을 분석

석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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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 · 향상시키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

위해서 국가채무량의 관리, 외채관리, 외화부채 관

후 낙인효과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리, 발행규모 관리 등과 더불어 통화국제화 추진을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재평가 받은 것이며,

제안한다.

국민소득의 증대, 경상수지의 개선 등에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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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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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이어져 향후 선진국 금융 산업의 위험추구 행위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구제 금융은 시장원리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

에 따라 마땅히 구조조정되었어야 할 부실 금융

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기관을 회생시킴으로서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

상 가장 적극적인 거시 · 금융 정책을 펼쳐왔으나,

금융 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불안을 제어하기

이러한 경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

위해 선진국은 금융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

가 펼쳐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는 이러한 부

는 등 금융 건전성(prudential) 정책을 보완하

작용에 대응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였던 거시 · 금융 정

제3장에서는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의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경제의 향

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통화완

방을 가늠하는데 있다.

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유로지역은 여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안정목표에 가장 충실

기간 동안 시행하였던 구제금융 정책에 대해 일별

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유럽중앙은행

하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시행되었

(European Central Bank)의 정책이 경기침체의

던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이 위기의 확산

장기화와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 심화의 한 원인

과 심화를 막아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된 측면

이 되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미

도 있으나,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향후

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초기에 각종

선진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금

이자율의 수준을 낮추어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

융 지급 과정에서의 대마불사 논란은 도덕적 해이로

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그 효과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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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Event Study) 분석 결과 제1차 양적완화(QE1)의

새로운 경기 침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선진국의

효과가 가장 컸고, 제2차 양적완화(QE2)의 효과

경기 변동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는 QE1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퍼레이
션 트위스트의 효과는 QE2보다도 작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양적완화를 지속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시
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망감
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선진국 재
정승수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 평가하고 있다.
동태 패널 벡터자기상관 추정(Dynamic Panel
VAR Estimation)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
요 선진국의 재정 승수는 이전 수준에 비해 높았
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장 정책이 효과적이
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채무의 수준별
로 재정승수를 분석하면,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도 재정승수가 0에 가깝
고, 장기적으로는 음(-)의 재정승수가 추정되었
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중 선진국들의 적
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은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
으나,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선진국의 경우에
는 향후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재정건전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세계 경
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구제금융
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선진
국 금융 산업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부실 청산의
지연으로 인해 그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
다. 둘째,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산물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향후 개발도상국의 외환시
장과 자산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향후 수년 동안은 주요 선진국 거시 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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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를 파악하여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

외환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변동에 취약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

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고,

라 전 세계의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

기업이 금융시장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

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는 상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의 환리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로 인해 외환시장의 위

스크 관리 수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키코사

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경

태 후유증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제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외환 리스크에 항상 대

시장접근을 방해할 정도로 컸다. 대표적인 환헤

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 상품인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

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다양한 환

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정부차원이 아니라 금융시

위험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장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헤지할 수 있는지를

보인다.

먼저 점검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환노출 분석 결과, 제조

환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

업과 전기전자에서 양의 환노출을 보였고, 음식료

장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안과 시

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융 등은 음의

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한다. 둘째, 우

환노출을 보였다. 또한 시차변수를 추가하여 시간

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파생금

의 흐름에 따른 환위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

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산업별로 기업들의 최적헤

차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비해 환노출을 보이는 업

지비율에 대해 추정한다. 셋째, 이스라엘, 호주,

종의 수가 1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글로

스웨덴, 영국의 선진 금융국 환리스크 관리 실태

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선물의 기간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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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가치가 투명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리되도록 파생상품의 정보전달 및 공개시스템

기간의 경우 헤지 유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도입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환리스크를 헤

기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었

지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치나 가격에 대해 기업

지만, 줄어드는 폭은 매우 작아서 별 차이가 없는

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금융시장을 통한 환리스크

것으로 나타났다.

의 헤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

면 한국에서는 파생상품의 가격과 가치 평가의 어

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환보

려움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따

험 시장을 민간부문에 개방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

라서 한국에서도 파생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한 환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환리스크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업들에 공개되고 설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호주는

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정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환포

의 전달과 공개는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

지션 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

시 필요한 기반이다.

며, 통화 국제화를 헤지에 적절히 이용하여 외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과감한 보험산업의 민영

관련 파생상품을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환리스크

화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

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국 개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경제이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스웨덴은 기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다. 공

업들의 외환포지션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

기업이 공공재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

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

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담급증을 우려

융파생상품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하여 범위 선물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수

정책들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이

밖에 없었다. 수출입 기업들로서는 환헤지를 할

고도로 발달된 영국은 기업들의 헤지정책을 공시

수 있는 시장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하도록 제도적으로 요구하며, 이사회에서도 주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환헤지 상품의 공급이 있어

고 있다.

야 한다. 예를 들면 환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또

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함으로

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

써 경쟁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완비성을 높일 필요

다. 단기적으로 금융상품의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가 있다.

환리스크 지식공유 시스템 마련, 기업의 환리스크

다음으로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 원화의

관리 제도적 요구 및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환헤지

국제화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환리

를 위한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스크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다. 이에 더해 대외부채에 관한 환리스크 포지션

있었던 것은 호주의 통화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에 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외국인들이 호주 달러화를

국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모색해 볼 수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이

있다.

유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통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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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최적헤지비율이 적어지며 헤지 유효성도

연구보고서

국제화가 우선적인 기반이 되었다. 자국통화를

수 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화 추진에 대한 진지

이용하여 헤지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크게 낮출

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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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

주식시장의 주가하락폭이 더욱 컸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

재해 이후의 대응방식이 미비하여 경제적 영향을

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악화시킨 경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

명확히 볼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해 발

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미

생 분기에 약 1%의 수출하락만을 불러왔으나, 정

국 9 · 11테러), 약 10%의 비정상적 누적 주식수익

부의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자 증가는 허리케인 발

률의 하락(동일본 대지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

생 3년 이후까지 평균 약 0.5%의 경제성장 하락을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

초래하였다.

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는, 재해의 특성,

또한 재해 발생 이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해복

재해 대응방식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

구속도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9 · 11테러

있다.

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 미국과 일본 경제는

직접적 피해가 인명에 집중되었던 쓰촨성 대지진

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

과 9 · 11테러는 상이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주었

모 외부충격의 발생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주요

다.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한 사건이 되었고, 특히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보이

중국경제에 미쳤던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

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외부충격이 주변국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쓰촨성 대지진은 오히려 피

가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

해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

였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

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9 · 11

역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재해 이후 1년까지 부정

테러의 경우 피해를 입은 인적 자원이 금융 관련

적 영향을 미쳤다.

업종에 종사한 전문직이 대부분이어서 미국뿐 아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평

효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본

가된다. 실제로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전 세계적인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된 효과들은 철저하게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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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의 연관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산업별 주

관련성에 근거를 둔 분석이 필요하다.

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외부충격 이후 유의미한 영

또한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대규모 외

향을 받는 산업들은 재해 발생으로 타격을 받았던

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가령 우리나

주요산업(예, 동일본 대지진시의 전력 관련 공익

라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기후변화

사업체 산업부문), 재해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

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여 피해를 받았던 재해 관련 산업(예, 허리케인 카

그 피해와 부작용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트리나시의 보험산업부문), 재해 발생국으로 수출

미치고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하는 산업(예, 동일본 대지진 시의 우리나라 건강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의 발생빈도를

관리산업 부문) 등이었다. 충격으로 인한 전 산업

최소화해야 하고, 일단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했

의 일시적인 하락은 재해 발생 이후 약 1~2일까지

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만 유효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외부충격에 따른 시

망 구축과 재해방재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예방적

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의

차원의 정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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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2012. 12)
ISBN 978-89-322-1395-8 / A5 / 210면 / 7,000원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

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

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

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

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

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

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

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

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

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 · 구조적 원

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

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

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

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

있다.

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

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

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

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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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 → [경제 전반에 걸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

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 → [재정통합]의 순서

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

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

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

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

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

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

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

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

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

이 성공의 관건이다.

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

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

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

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

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

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

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

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

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

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

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

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

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

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

계이다.

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

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

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

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

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

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판단된다.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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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조업 · 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

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

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 · 수출 중심 전략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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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 일 경제협의체 구상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2012. 12)
ISBN 978-89-322-1396-5 / A5 / 248면 / 10,000원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

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

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 ·

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

중 · 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표로서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

것이다.

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 · 중 · 일 3국

한 · 중 · 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

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

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 · 중 · 일 3국간 주

으로 분석한 결과, 한 · 중 · 일은 역내무역 편향적

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

제조업의 경우 한 · 중 · 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

한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

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제2장에서는 한 · 중 · 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

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

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 · 환경, 금

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

융, 교통 · 물류 및 문화 · 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

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

에 대해 검토하였다.

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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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으로 열리고 있다.

에너지 · 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 · 중 · 일 각국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

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

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

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 · 중 · 일 국장급 표준협의

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 · 중 · 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

한편 교통 · 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

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

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동안 한 · 중 · 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

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

을 하고 있다.

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

한 · 중 · 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

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화채널을 좀더 체계화 ·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

제3장에서는 한 · 중 · 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

적으로 연계 · 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

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

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한 · 중 · 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평가 · 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어야 한다.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 ·

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중 · 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

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

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의 하나뿐이던 한 · 중 · 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

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

제교류추진기구, 한 · 중 · 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

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

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

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

도 한 · 중 484건, 한 · 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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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중 · 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

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

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

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 · 중 · 일 경제협의

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

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그리고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

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 · 태지역 및 동아시

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 · 중 · 일

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

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 중, 한 ·

한 · 중 · 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

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

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 · 문화 부문

적은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

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

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

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

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

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

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되며, 한 · 중 · 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

체계 면에서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

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

사할 것이다. 이미 한 · 중 · 일 3국간 정상회의가

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

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

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

력보다는 한 · 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 · 중 ·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앞서 살펴본 한 · 중 · 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

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

구된다.

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 ·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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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

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

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등이 기대된다.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

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

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 · 중 ·

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

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가 단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

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를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

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계에서는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 · 중 · 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

한 · 중 · 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

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

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

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

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

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 ·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중 · 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

할 수 있을 것이다.

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
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
계에서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
서는 체계화된 한 · 중 · 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 · 중 · 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
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
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
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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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2012. 12)
ISBN 978-89-322-1397-2 / A5 / 230면 / 10,000원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

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고자 한다.

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

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

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

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

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

논의된 바 있다.

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

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

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

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

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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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

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

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

획에서는 인프라 · 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

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역역량 강화, 교육 · 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

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

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

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

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빈개도국의 경제 · 사회 인프라 및 인적 · 제도적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

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

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

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

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

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

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 · 분석하였다.

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 · 분석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

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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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

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

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

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

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

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

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

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을 것이다.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

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

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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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2012. 12)
ISBN 978-89-322-1398-9 / A5 / 282면 / 10,000원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스와프 확대나 사무라이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대

G2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응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 과

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

있다. 한편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금융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왔는지 고찰하

직 중국 측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한계로 지

였다. 이를 통해 일 · 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일

적하였다.

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

제3장에서는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로써,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협력 방향을 어떻게 설

과정에서 일 · 중 간 무역구조가 경쟁과 보완이라

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는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분석하

제2장에서는 중국의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고

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경제지표는 물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동아

품목별, 가공단계별, 중국 내수시장의 점유율이라

시아 FTA 논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이라는 다양한

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 격상에 대해

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중국경제는 일

였다. 분석 결과, 원재료와 가공제품 간의 수직형

본에 어떠한 존재이며, 일 · 중 경제관계가 어떻게

무역구조에서 가공제품 간의 수평적 무역구조로

변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2001년 중국의 WTO

뚜렷이 변화하고 있고 일본이 대중국 중간재 공급

가입 이후 일 · 중 간 경제관계가 무역과 직접투자

기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이 일본의

를 중심으로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

최종재 수출대상지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환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중국 위안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 · 중 간 경합관

화의 국제화가 ASEAN을 중심으로 일본 엔화의

계가 확대되는 산업에서도 부품 · 소재를 중심으로

국제적 지위를 격하시킬 것으로 보고, 엔화의 통화

상호보완적인 산업내무역이 심화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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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일본기업의 대중투자에 대한 특징 분

환경 종합포럼은 일본정부가 양국 기업의 매칭과

석과 함께 일본기업의 대응전략을 고찰하였다. 첫

비즈니스 고충 해결이라는 간접지원을 통해 자국

째, 일본기업이 실시한 대중투자의 실태를 파악하

기업의 대중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기 위해 시기별 · 업종별 · 지역별 특징을 분석하

가 크다. 최근 일 · 중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국

였다. 시기별로 일본의 대중투자는 플라자합의 이

간 국채매입 확대와 무역결제에서 엔화와 위안화

후 엔고, 1990년대 중국의 외자도입 확대, 중국의

의 직접교환은 아직 협력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성

WTO 가입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업종별

과가 나오지 않았다.

로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비제조업 비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 · 연해 지

였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나 위안화의

역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부 ·

국제화, 금융협력 등 일련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

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에

국이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이 지역을 둘러싼 일 ·

진출한 일본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

중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

과, 중국에서 신규설립 · 자본참가의 지속적인 확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양자간 및 다자간 FTA 논의

대와 함께 매출액도 증가하였고, 일본기업의 경상

에서 일 · 중 간 주도권 경쟁은 우리의 이니셔티브

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

를 상당히 제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이

에서 일본기업이 중국 현지 경영활동에서 상당한

진행 중인 한 · 중 FTA와 협상 예정인 한 · 일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중투자

FTA, 한 · 중 · 일 FTA 그리고 RCEP을 동시에 고

의 위협요인에 따른 ‘중국 리스크’ 및 중국정부의

려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외자유치 장려업종 분야의 ‘기회요인’을 고려한 일

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직 시기상

본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기업은 중

조라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금융 · 통화 협력을 강

국 리스크를 경감 · 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는

원(China＋1)과 같은 최적의 국제분업 체제를 고

그간 통화스와프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지

려하여, 중국의 성장세를 활용하면서도 리스크 분

역의 금융협력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 · 발

산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유망한 투자진출 지

전시킬 것인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

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는 부분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논의를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에서 ODA

심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제협력의제로 부상하고 있

둘째, 대중무역 의존도의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

는 에너지절약 · 환경 분야의 산업협력과 통화 · 금

응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융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중국 내 고급소비재 수요를 충

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 · 환경 분

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 정

야의 산업협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제공, 현지

분야, 중국 에코시티 공동 건설 협력 프로젝트, 그

네트워크의 활용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리고 기타큐슈시가 추진 중인 톈진과 다롄의 에코

한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

타운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특히

장시장인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일 · 중 에너지 절약 ·

업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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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미나 개최, 민관합동 포럼 개최, 그리고 필

일본기업들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최종재 경쟁력이

요한 경우는 펀드조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력을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첨단 전자부품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소재에 대해서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한 · 중 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 원활화와 이
러한 분업구조를 유지 또는 심화하기 위해서는 우
리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다다.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에 따라 한 · 중 간 수출산업구조가 비슷해짐에 따
라 한 · 중 기업 간 협력 증대 등 새로운 산업협력
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대중투자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
서 우리의 대중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정부의 외
자유치 관련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투자의 환경변
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업종별 · 지역별 ·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에 대한 진출 확대, 중서부 지
역에 대한 제조업 진출 활성화, 차세대자동차산업
과 같은 신산업 분야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리스크 대응의 차원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
(China＋1)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 양국
간에 상생(win-win)할 수 있는 협력 분야 발굴, 대
중투자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방침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정책대응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시장여건상 해외진출이 필요하고, 진출에 애
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책을 강구해
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산업협력이 2, 3년 내 단
기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일
본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지원체계를 벤치마킹 대
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산업분
야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경우
에는 중국 관련 인사의 초청 연수와 국내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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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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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2012. 12)
ISBN 978-89-322-1399-6 / A5 / 238면 / 10,000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 중공업 중심의

으로 판단해 볼 때,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는 60%대, 2030년에는 70% 가까이 다다를 것으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약진운

로 전망된다.

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가 발

3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서 중국

생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

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

체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였다.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

통한 농촌 공업화, 토지개혁 등의 요인에 힘입어

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수준의

중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2000년

소득을 초과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대 들어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도시화가 더욱 가

방해가 된다는 월리암스 가설(The Williamson

속화되었으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의 팽창이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횡

급속한 도시 지역 개발 확대와 도시인구 급증을 주

단면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세 가지

도하였다.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량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

개혁개방 직후 중국의 도시화는 소도시(小城鎭)를

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도시화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가 국가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경제발전과 지

지역 내 가장 큰 도시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

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화를 강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정부는 향후 하나

조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도시화 정책의 초

의 거대 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여러 개 건설하는 것

점을 ‘도시군’ 전략에 두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2

이 효과적이다. 둘째,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양(+)

차 5개년 계획에서 ‘양횡삼종(兩橫三縱)’, ‘주체기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횡단면

능구 전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향후 중국

분석과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경우에는 전체 도시

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증가 속도는

화율이, 동태모형의 경우에는 75만 명 이상의 도

점차 둔화될 것이다. 각종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적

시화율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064

2012년 KIEP 연구보고서 요약집

43%, 교통운수가 21%, 수리 · 환경 · 공공인프라

(spillover)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심도시와 위성

부문이 16%, 전기 · 가스 · 물 부문이 10.7%를 각

도시 시나리오가 최선이고, 이전효과를 고려하면

각 차지했다. 이 중 홍콩 · 대만을 포함한 외국자

전체적인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본의 비중은 평균 4.7%이며, 부동산에서는 9%를

높이는 방법이다.

차지했다.

4장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해

인구 측면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30년에 70%

살펴보았다. 2011년 소비시장의 규모는 2000년에

정도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준

비해 4.7배 확대되었으나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

의 일인당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지속된다면

락해왔다. 같은 기간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도시지

2020년까지는 앞으로도 연 5조 위안 이상의 부동

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도시지역이 중

산 투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간 측면에서

국 소비시장의 발전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한편

도시 면적은 현재 471만㎢로 전체 국토의 약 절반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소득

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더이상 면적

분위 상위 40%가 핵심소비계층으로서 역할을 담

은 확장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0년 현재 시가지

당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구조를 비교한

(市區)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13.4%이며, 매년

결과 도시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소비의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건설용지당 부동산 투자액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소비의 비중이 증가하

은 2010년 현재 1만㎢당 1조 2천억 위안 가량이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소비에 대한 비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중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1990년보

각종 도시 인프라 보급률에 따른 지역별 건설 시장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2020년 도시지역 소비항목별 시장의 비중과 규모

보급률은 각각 96.7%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

를 추산한 결과, 기초소비와 관련된 소비시장의 규

났으며 일인당 도로면적이나 도로밀도도 국제적

모가 더 컸지만 향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

기준에서 낮지 않았다. 한편 하수처리율은 82.3%

는 서비스소비와 관련된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에 머물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되며 생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중국 평균과 상하이의

활쓰레기 처리율은 90.7%로 그리 낮지는 않으나

내구소비재 보급률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가전

향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에서는 에어컨과 컬러TV, IT 제품에서는 컴퓨터

로 살펴보면 우수한 인프라 수준에 도달한 지역이

와 핸드폰 그리고 승용차의 잠재시장이 향후 빠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역설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 소비시

데, 이는 신규 건설 못지않게 유지 · 보수 및 업그

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감

레이드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

소, 소득격차 심화, 사회보장제도 미비, 높은 주택

로 보인다.

가격과 교육비 등이 있다.

6장에서는 도시화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인구, 토지,

5장에서는 도시화 관련 건설 시장에 대해 살펴보

도시재정, 농민공의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았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도시건설 투자는 매년 빠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인구

르게 증가해 왔으며, 2011년 총액이 19조 위안을

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력

넘어 GDP의 4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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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도시지역의

한편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출양 방식이 가까운

2 · 3차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

시일 내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최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중앙정부는 부동산세를 확대하려고 하나 지방정부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노

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들의

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

자체 토지 개발 사례가 확대되면서 토지 관리 주체

이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여전

가 다원화될 것이다.

히 높은 점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를 감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조달 능력 면에서 살

안하면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

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 수지가 흑자를 보이

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시화

고 있지만 제한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

과정에서 사회보장비용의 기업부담률 확대와 노동

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이른바 융자 플랫폼을 통

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임금인상 기조 등

한 불투명한 대출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리스크가

도시화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경우 생산환

지적된다. 앞으로 지역별 토지출양금이 높은 비중

경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비중이 베이징이나

둘째, 토지 측면에서 보면 도시 건설용지 공급을

톈진, 상하이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한

위해서 ‘수용-출양(出讓)’ 방식이 현재 대세이나 토

편, 저개발 지역의 토지출양금 비중은 점차 늘어날

지 면적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불투명한 재정 수입원의

반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도시 인프라 건설 재정 수입의 절반 가량

마지막으로 농민공 문제에 있어, 2011년 현재 20

이 출양 수입이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

여 개 성에서 호구의 도농 일체화 관리를 천명하고

어 토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재정 압박을 조만간

있으나, 농민 출신에 대한 완전 평등 대우는 아직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에서 토지 피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발달한 도시들은 아직

용민은 과소한 보상을 받고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

도농 일체화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농민공 2

발상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지방정부 관료

억 5천만 명의 시민화 비용을 추산하면 그 값은 대

들의 근시안적인 출양금 수입 극대화 행위가 나타

략 20조 위안으로, 2010년 중국 GDP의 절반에 해

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상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

당하는 금액이다. 향후 중국 당국은 농민공의 시민

기 위해 고가 아파트 및 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화라는 과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농민공의

있다. 또한 손쉬운 도시 공간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동시에 수행할

중국의 도시 건설용지 확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

것으로 보인다.

를 앞서나가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집체소유 농지 개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발, 공업용지 입찰경매, 소산권방(小産權房) 합법

소비시장의 ‘핵심소비계층’은 소득분위 상위 40%

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토지 피수

에 해당하는 소비층이므로 이를 우선적인 마케팅

용 주민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 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2020년

용 원가도 상승하고, 공업용지에 대한 입찰경매의

까지 식품 · 의복 · 주거와 관련된 기초소비시장은

확산으로 토지 사용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약 2.4배, 서비스소비시장은 3.6배 확대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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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하수처리 부문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대규모 소비시장’

에 신규 건설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도시 인프라

계층과 소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건설 시장은 현재 유지보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한다. ‘잠재된 소비시장’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

는 동부 연안 지역과 신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는 내륙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

있는 중부 지역, 미래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내

점 진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륙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해외 선진 기술로 도

도시화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의 생산 요소 가격

시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 증가할 것이나 이것이 곧 제조업의 중국 이탈로

중국 도시 개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청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서부 지역 등 중

된다. 현재 한국계 업체들은 중국 도시건설 시장에

국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 기지를 찾는 한편, 전문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공업단지를 찾거나 우호적인 토지 사용권 조건을

라는 정부간 합의 채널을 심도 깊게 구축하고 다원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재중국 생산 활동을 계

화하고 한 · 중 FTA를 중국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

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친환경이나 스마트 그리

작되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는 2020년경을 염두

드, 행정수도 건설 등을 테마로 한국형 도시 건설

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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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기적인 전략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중국정부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

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

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

형 국가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중장기 과학

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

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정책실행의 주요 수

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

단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

며,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고, 정부 및 산하 기관에 의해 국가 주도로 운영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시

고 있다.

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반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중국기업의

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연구개발 현황, 중국 특허의 새로운 분류를 통한

있는 자주혁신을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

특성, 중국 기업의 역혁신과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

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하였다.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책 운용과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

에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

과학기술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새로운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중국의 중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토대를 구축

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라고 전망된다.

하게 되었으며, 1985년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관한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체적인 연구개발(R&D) 활

결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정책의 기본 방향

동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으나, 최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기별로

근에는 중국 국내주체의 특허수도 빠르게 증가하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

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혁신기업들과 첨단기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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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 주체의 발명특허 출원이 여타 영역에 비

서, 첨단기술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연구

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개발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첨

직접 관할하는 대표적 국유기업인 중국 3대 석유

단산업의 연구개발 인원 증가가 특허수와 생산성

기업들이 상당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셋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째, 대만계 기업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들은 중국

제4장에서는 중국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파악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하기 위해 중국 내 특허의 분포와 특허권자의 특성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 · 등록하고 있었다.

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1985년 첫 특허

이는 중국 내에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활용하고, 중국 자회사가 생산 · 판매하는 제품과

통해서 특허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1, 2차 특허법

그 공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나 WTO 가입을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대학 · 연구기관들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3차 개정은

은 국내 특허 보유의 주된 주체 중 하나이다. 특히,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을 제고하려는 중국 국내적 필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과학

적 · 사법적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 그리고 측정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만, 그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특허의 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더욱

원 · 등록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높았다.

특허 재분류 분석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과 중국에

제5장에서는 Ramamurti(2008)가 제시한 신흥국

진입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5개 유형을 원용하

포트폴리오가 ‘수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여 중국 연구개발 기업들을 혁신요소와 역혁신 특

였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해

징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

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중국 기업들의 사례

은 중국 내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며, 중국기업의 기

를 선정하고, 이들의 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술역량 강화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보다 더 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각 산업기술

첫 번째 유형은 국가주도 자원기반수직통합형으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국 국내 기업 혹은

로,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주로 해외자원 개발을 위

대학 · 연구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

한 전략적 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

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

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선두기업에 비해

국 국내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보유한다. 두 번째 유형은

사한다.

로컬시장 최적형으로, 로컬 시장 고객의 니즈에 최

중국 내 주요 발명특허 출원주체에 대한 미시적 고

적화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찰을 통해 발견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

시장지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로컬 시장

다. 첫째, 전자, 컴퓨터 등 IT영역과 기계, 토목과

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게

같은 설비 하드웨어 영역, 그리고 측정 영역에서

되는 역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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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저비용파트너로, 이는 선진국 대기업들이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국내기업을 활용하는

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에 따른 한

형태를 뜻한다. 이때 선진국 대기업들은 중국 기업

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

들로부터 기술혁신 이전효과(spillover)를 얻을 수

한 발전, 혁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글로벌 합병형으로, 글로벌

신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글로벌 기업의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인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방안들이 필요하다.

수합병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 유형

셋째,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의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추격 과정에서

대응으로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혁신을 학습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합병기업

협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한중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에서 축적한 혁신의 결

기술표준 협력 방향등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아직

과를 선진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나 범용기술 영역에

이 높다. 다섯 번째 유형은 글로벌 개혁형으로, 가

서 높은 발명특허 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국 대학,

장 전형적인 역혁신 형태다. 중국 국내기업이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

적 요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룬 연구개발 성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도

과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중국-독일 사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

본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에

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

기술 도입 및 산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한

국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7대

중 기술표준 협력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첨단
기술산업의 중국기업 성장에 대비한 전략, 중소기
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
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에 대
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구
체적인 새로운 혁신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특허분
쟁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내 연
구소를 설립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
동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또는 정부 연구소 활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
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
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계 기업들을 포함한 일
부 외자기업은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 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업들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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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

홍콩 · 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

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

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

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

먼저 중 · 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

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에 미칠 중 · 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 · 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 · 중 무역에 미

중 · 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 · 장기적으로 중-

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

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

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

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

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

통합을 중국 · 홍콩 간, 중국 · 대만 간의 무역과 투

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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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

行先试, pilot basis)를 한 · 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 · 장기

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

제할 수는 없다.

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노력 중이다. 한 · 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

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 · 대만

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

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

한 · 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 · 중

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

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
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
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
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 · 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
어하고 한 · 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
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
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
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
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
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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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아직 러시아 기업들의

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에 접어

투자대상지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들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러시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기업들에 의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일방적인 대러시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러한 사실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약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러시아 투

76억 달러였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2006년

자 유치 확대는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

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528억 달러로 대폭 확대

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

되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에 러

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시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8위 해외투자국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올라섰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

누적총액은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

자 현황과 투자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는바, 이는 2000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한 수치다.

향후 한국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 · 확

이처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것은 주

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

로 러시아가 2000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외에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연평균

도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축한 풍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부한 자본력에서 비롯되었다.

며, 전문가 면담 및 정성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용하여 수행되었다.

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5,457만 달러로,

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의 시기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금액의 3%에 불과

별 변화와 내용을 파악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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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

이나의 지리 및 문화적 근접성, 생산네트워크 잠재

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력 등이 러시아 기업들에 투자하기 편한 곳으로 인

우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전통적인 동

식되기 때문이다.

기와 더불어 러시아적인 특수한 동기가 결합되어

현재 러시아의 석유가스기업들이 가장 활발한 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이미

외직접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기업이 그

수십 년 전에 국제화를 위한 경제잠재력이 있었음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에도 불구하고 타 개도국들에 비해 늦게 세계경제

시작된 초기인 1990년대부터 해외시장으로 진출

에 편입된 주된 이유는 계획경제체제의 폐쇄성에

했다. 한편 러시아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금속기업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강력한 다국적기

들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에

업들이 출현한 것은 큰 내수시장과 함께 구소련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 국가에서 생

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산된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작업을 거치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실질적인 국경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속에서도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생산된 반제품은 그다음 제3국으로 옮겨가는 구조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2007~11년 동안 러

를 취하고 있다.

시아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한편 러시아 제조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

그 외 27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최소 1억 달러에

으로부터 차입한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 선진

서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R&D를 통해 러시아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2/5가

와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합시킴으로써 투자자

키프로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버진아일랜드(영국

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령),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등의 조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이

세피난처들도 주요 투자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 투자지가 아니며 러시아 본국

러시아의 서비스부문은 타국에 비해 낙후되었기

또는 제3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일

때문에 ‘따라잡기식’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러시

종의 ‘환승지점(trans-shipping)’으로, 바로 이 점

아 서비스기업들은 구소련지역에서 특별한 경쟁력

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환기 경제에서 비즈니스

‘왕복투자(round-tripping)’를 설명해준다.

특징 노하우, 소련시절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실질적인 투자지역을 분석

계, 언어장벽 부재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웃국

하면, ‘이웃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가에서부터 국제화를 시작함으로써 서구의 경쟁력

있다. 즉 투자지가 러시아의 문화 · 민족적 친밀성,

있는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

역사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러

었다.

시아의 해외투자에서 특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제3장에서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러

키르기스스탄 등의 CIS 지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시아 기업들과 잠재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몬테네그로가 10%를 상회한다. 이 중에서도 우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8월 동

라이나가 단연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

안 3단계로 실시되었다. 총 150개 러시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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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 해외자산의 지리적 분포

특성으로 인해 응답률은 약 15%(22건)에 그쳤다.

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

우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크게

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러시아 해외자산의

천연자원, 시장진출 확대, 노동비 절감 등의 전통

전부가 다국적기업들의 완전한 초국경적 생산 · 판

적 동기와 해외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신기술 획

매 사슬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 등의 비전통적 동

주로 러시아의 거대 석유가스 및 금속 부문 다국적

기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

기업이 수직적 통합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

업들 중에서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기상황에 민감한 원자재가격의 특성으로 인해 기

CIS 지역, 비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업이 받는 외부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며, 자원개발

EU와 북미 지역 진출과 관련이 있었다. 이외에 러

부터 최종 제품 단계까지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

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이력과 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

련된 지역 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외관계 여부

자는 M&A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러시아의 전체 M&A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들은 향후 우

M&A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 러시

선적인 투자진출 대상지로 CIS 지역과 EU를 꼽았

아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에너지, 채굴 및 시설 등

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과거 구소련국가였던 CIS

원자재 관련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장벽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

그리고 M&A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

만 아니라 전통, 문화 및 관습 등에 익숙해 있고,

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아직까지 러시아 다국적

EU는 사업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하기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정부의 직접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

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금융지원

자진출 계획을 밝힌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8년

한국의 투자환경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 정부는 대기업들에

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친 바 있으며, 현재 러시

러한 사실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

아 외교부가 해외투자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으로 주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

제4장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세 및

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

우선 러시아의 주요 대규모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하여 러시아 대한국 직접투자의 부진요인을 분석

명백한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다국적기업들은

하였다.

많지 않지만,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두 번째 대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보면

(중형 규모)’에 속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특정 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

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

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00억~120억

다. 이들은 주로 CIS 국가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

달러의 수준을 횡보하다 최근 2년 동안 130억 달

으며, 종종 EU 국가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

러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한국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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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90% 이

이언스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관한 것

상은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다. 이 연구소는 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 전기

2004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

전자, 나노 · 전자 물리, 물리 · 전자공학, Solar

입액은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Cell, 선진임상연구, 연기물리, 메커트로닉스, 전

있는 반면,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연간 5억 달

력전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연

러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건수 면에서는 신흥국

구를 수행하고 있다.

으로부터의 투자건수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으로 크게 시장

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

주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seeking), 자원 · 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해석된다.

or created-asset-see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

여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시장추구형에서 판단하

달러가 투자신고된 것을 처음으로 2011년까지 총

면, 러시아 기업 중에서 자원분야의 경우 글로벌

520건의 투자신고가 있었으며, 총신고 누적금액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외의

은 5,457만 8,000달러이다. 이는 2011년 말까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다.

한국이 유치한 총외국인직접투자신고 누적금액인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또는 동아시아 시장의 최종

1,872억 5,400만 달러의 0.03%에 불과한 미미한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 비용 측면에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

서 상당히 불리한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선택하기

규모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건당 투자금액도 평

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가

균 약 10만 5,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미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추구 이전에 본

미한 실정이다. 2000~10년 동안 도소매업 분야는

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된 본원적인 기술 측면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금액 가운데 약 절반

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타가즈

(49.4%)인 816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운송용 기계

가 한국에서 자동차부품분야에서 효율추구형 투자

부문의 투자금액은 413만 달러로 25%를 차지하였

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설계기

다.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창고업이 각각

술, 자동차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노하우 등 자

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 뒤를 이었다.

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업 특유의 이점(ownership

이 장에서는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와 관련된 두 가

specific advantage)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기업

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타가즈코리아의 투자

특유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발

사례는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전된 자동차산업을 활용하여 효율을 추구하려는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녹다운형태로 러시아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에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조립 · 판매하는 성공적인

기업들의 M&A를 통한 전략적 자산추구형 해외직

비스니스모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러시아 측은 해외직접투자의 핵심 성공요인인 기

형태의 투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요인

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했고 이를 기술유출이라

은 동아시아에서의 사업경험 부족과 문화적 이질성

는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실패모델로 남게 되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러시아 기업의 아

었다. 두 번째 사례는 2010년 서울시가 러시아 사

시아 시장에서의 사업경험이 많지 않아, 문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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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투자의 실행 등을 통한 투자협력을 이끌어 낼 수

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양국 대학간 교육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직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로 연결시

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망분야와 러시아의 해

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유망분야로 첫째, 러시아 방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

산업체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 기업 중에서 기술

을 기울여야 한다.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어

첫째,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확대해야

해외투자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

한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다. 그러나 러시아 방산업체와의 기술 및 투자 협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용

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술관리부처의 승인이 필

투자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

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여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

것이다. 둘째, 시장지향형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

우 중요하다. 이때 한국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금

유치이다. 이를 위해서 Invest Korea 등 한국의

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

투자 유치기관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러시아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이러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

한 양국 기업간 양국 내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양국 기업들을 대상

둘째,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으로 하는 투자협력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기존 투자 유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러시아에 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 에너지부

는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

문의 기업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동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에너지

시에 2011년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인 Invest

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후 제3국에

Korea와 러시아 모스크바투자청 간 체결된 ‘한 ·

서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러 투자협력 MOU’를 발전시켜 양국간 투자정보의

투자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

실질적인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 기회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분야의 기술을 활용한

셋째,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보다

다면 양국간 공동 투자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시회에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 및

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교연

교육 분야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다. 의료

구 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

부문의 경우 러시아의 의료분야 원천 과학기술을

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대사관 혹

응용, 이를 의료기기로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

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관, 협의회 등 전문적

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 · 러 합작기업을 한국에 설

인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어로 보다 풍부한 내용과

립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경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망과 출판되는 대중매체

우 양국의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합

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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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러시아 사업가들에게 한국의 투자정보를 공

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

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한 · 러 기업인 간의 교류

기 때문이다.

채널을 확대하고,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과 협력

여섯째, 제3국으로 공동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한

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기업의 유치에

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인접한 CIS 지역과 구소련

관심 있는 한국기업들이 자사 소개 또는 협력방안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국가들에

을 담은 기고문을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가 발간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공

하는 월간지 『러시아 비즈니스 안내서』에 게재하는

동 진출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가 축적한 노하우와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가 주관하는 연례 한 · 러 비즈니스포럼, 무역협회

수 있을 것이다.

가 주관하는 연례 한 · 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보다 활성화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문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는 양국 관계의

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할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필요가 있다.

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

다섯째,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를 창출해야 한

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

다. 이는 적어도 하나의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실행될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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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2012. 12)
ISBN 978-89-322-1403-0 / A5 / 262면 / 10,000원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 · 메콩 외교장

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

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

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

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

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

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작되었다.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

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

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

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

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 ·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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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

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

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

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

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

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

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이 있다.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

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

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

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

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

제안한다.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 · 메콩 비즈니스

첫째, 현재의 한 · 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 · 메콩 경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필요하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
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
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
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
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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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금 (2012. 12)
ISBN 978-89-322-1404-7 / A5 / 206면 / 7,000원

한국은 현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

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

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

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

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

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

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

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

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

정 지연, 사회 · 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

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

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

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

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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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

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

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

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

주의가 필요하다.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

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

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

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
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
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
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
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
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
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
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
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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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

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

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

각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발굴, 제

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하였다.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버팀목으

먼저 우리나라와 인도의 역사, 정치, 외교적 유대

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비해 취약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원후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그들이

5~6세기 불교의 전래와 교역을 통해 인도와의 교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

류를 시작하였지만, 1949년 네루 총리의 일본 방

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과

문에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2년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

인도와 공식 수교하였다.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

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

회사가 인도를 수탈하던 시절, 대중국 전초기지 조

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

성을 위해 동인도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주도

의 1/10,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과하다. 특히 일

하에 구성된 도시국가로 1965년 독립과 동시에 인

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등을 내세워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 참여는 물론

가장 오래된 인도의 이웃국가로 실크로드, 불교 등

자국 기업 진출지원, 전용공단 설치 등을 가속화하

을 통해 인도와 교역은 물론 문화적 교류를 매우

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활발히 해왔으며, 정부수립 이듬해인 1950년 인도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

와 수교하였다.

력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의료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부대 파병, 전쟁포로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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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장국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

3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친다.

도 거의 교류가 없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

1990년대 대인도 투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였다.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급

다 양자 정상회담을 매우 늦게 시작하였고, 개최

격히 줄어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격차가 확대

횟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정례화되어 있지도 않다.

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9년

기타 정부 간 협력체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13%로 투자국별

본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정

순위 5위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 4월~2012년 8

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장관급 일 · 미 · 인

월에는 그 비중이 0.7%로 급감하고, 순위도 13위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

로 급락하였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일본의 투자

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안보액션플

비중은 각각 10.1%와 7.5%로, 2위와 4위로 높아

랜, 일 · 인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

졌다.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6년 인도와

동되고 있다.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인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을 체결한 이후 급

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

증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비해 약

제대화, 장관급 안보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

4.6배나 많은 1,800여 개의 일본기업이 인도에 진

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

출해 있다.

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

인도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는 늦

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

게, 일본보다는 빨리 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 확

련, 안보정책 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

보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개선

를 갖추고 있다.

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품부문 양허는 싱가포르가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인도 교역은 규

가장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관세감축 기간은

모면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짧지만, 일본은 양허품목 기

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의해

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확보하고

서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도 수출

있다. 서비스부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우리나라

규모는 2011년 중국이 약 505억 달러로 단연 앞서

보다 많은 영역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140억 달러), 한국(127억

일본은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숙원인 인도 화물

달러), 일본(111억 달러)이 따르고 있지만, 최근 5

선 우선적치제도의 미적용 양허를 획득하였다. 또

년간 수출 증가율은 중국(30.1%)과 일본(22.4%)

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FTA협정을 개선하면서 양

이 우리나라(19.6%)와 싱가포르(15.3%)를 압도하

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데 반해, 한 ·

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출 증가율이

인도 CEPA는 2011년 1월 개선에 합의한 이후 후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기

속 조치를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한 ·

하고 있다.

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인도

이렇게 아시아 주요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와 중

황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대인

복된다.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지수도 빠르게

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

높아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인도와 경제협력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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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싱 · 인도 FTA 발효와 함께 면세 및 감세

하고, 이를 잘 가동해오고 있다. 일본은 2006년

혜택이 보다 확대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발효시켜

일 · 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켰다. 또한 싱가포

략적 파트너십(GSP)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르는 이후에도 FTA와 함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일본은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양허수준, 조세 감면수준 및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협력 및 도

투명성 등을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상호 투자와

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교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을 전략

경제적 파트너십(CEP)은 물론 외교안보, 과학기

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참여하고

술, 지역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

있다. 항만 및 공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은행,

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투자 진

보험, 병원, 통신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

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

야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지분투자, 펀드투

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경제적 파

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이 우선 투자 진출

트너십(CEP)의 핵심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하여 민간기업에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제공하고,

위해 △델리 · 뭄바이 산업회랑(DMIC) 추진, △일 · 인

사업리스크도 축소시켜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

도 FTA 추진, △ODA협력 강화, △JETRO의 일본

간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

기업 진출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일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45편의 항공편 운항, 주인도 싱가포르상공회의소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ODA

및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의 역량강화 및 네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트워킹 지원 등, 양국 투자 진출기업 및 기업단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 뭄바이 간 약

에 대한 쌍방향 지원을 강화하여 상호 투자를 적극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유도하고 있다.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

중국도 중 · 인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정상

업들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본기업에

급 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하고 있다. 중국은 2006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진출 일본

년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경제그룹,

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동비지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 파트

아울러 일본은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일본기

너십 등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업 전용공단을 적극 개발하여, 일본기업의 진출을

2011년 신설된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는 정례화되

지원하고 있다. JETRO, 일본경제산업성, 주인도

어, 매년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개

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

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

을 동원,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집중적으로

미 가동 중인 1개의 공단 외 라자스탄, 구자라트,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4개의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차 중 · 인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재생에

개발하고 있다.

너지개발 및 발전소 건설부문에만 약 36억 달러의

싱가포르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이중과세방

자금조달과 사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지조약과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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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 · 인도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문이다.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여

2012년 말 기준 불과 3개 지점이 개소 및 승인 대

양자 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기 중이어서, 2013년까지 7개 지점의 추가 설치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국이 공동 제

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

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

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한 부수협정 체결 또한 시급하다. 국내 영화 관람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정

객 1억 명 돌파, 세계 6위의 인도 영화 시장, 양국

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협력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해외진출 수요 등을 감안할

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협력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

경우, 양국간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은 그 시너지가

고 있다. 한 · 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담으로 격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구축된 양국간 전

셋째,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

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경제협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력은 물론 원자력발전, 안보 및 방위산업, 문화, 과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학기술 및 교육 부문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물론

로 합의한 만큼 부문별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화하

M&A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 진출 지원을 강화해

고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

야 한다.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

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

로 양국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유사

합, 개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

한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와 같은

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둘째, 한 · 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JETRO와 싱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

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

보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물론, 인도국적

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자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진

업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세무 및 노무 정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joint committee)의

책과 제도, 입지여건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

조기 개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한 · 인도

며,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 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

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우선 요청

동 양허를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보다 효율적

하고 있다. KOTRA, 중소기업청 등을 통하여 세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로 소프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각종

트웨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강

다. 이와 함께 한 · 인도 CEPA에서 확보한 발효 후

화할 필요가 있다.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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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서의 참

터 및 대정부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기업과의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의 거대한 인프라 개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발 부문 진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2012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접 인도 주정

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인프라

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공단을

확충에만 2011년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의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 · 인도 정상회담에서도

발 및 분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적극 요청

참여자 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물론

하고 있다. 일본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ODA 지원

입주 예정 중소기업, 인도 주정부 및 주정부 산하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구자라

업참여를 지원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이 외국기업

마지막으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해야

과의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주정

한다.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 릴라이언스 그룹은

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

물론, 우리나라 포스코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

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

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 개발 사

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주효할

례는 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것이다.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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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2012. 12)
ISBN 978-89-322-1406-1/ A5 / 290면 / 10,000원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 · 경제적 리스크

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

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

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

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

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

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

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 ·

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

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

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도 주력하였다.

수립 지원, 전력 · 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

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 · 가스 · 전력 플

았다.

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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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

경을 분석하였다.

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

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

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

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

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

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되었다.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

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

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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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혜린 · 이시욱 (2012. 12)
ISBN 978-89-322-1407-8 / A5 / 346면 / 12,000원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

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

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

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

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

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

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

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

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

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

화해야 할 것이다.

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
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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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박영호 · 곽성일 · 장종문 · 전혜린 (2012. 12)
ISBN 978-89-322-1408-5 / A5 / 270면 / 10,000원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로는 화물과 승객 수송의 80~90%를 담당하는 주

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 국가 기간망이지만 포장비율은 20% 정도에 불

공공투자 계획을 보면 교통 및 전력 인프라 등 사

과하며, 철도 역시 대부분이 식민시대에 건설된 것

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

며, 여기에 더하여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시설 역시 크게 낙후되어

축적한 오일머니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시설

있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력 인프라 또

확충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랜트 건

한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하라이남 지

설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역의 경우 인구는 8억 명에 달하고 있지만 발전능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

력은 인구 4,500만 명의 스페인보다도 적으며, 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 수요가 이에 비례

것도 남아공을 제외하면 아르헨티나와 비슷해진

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

다. 더욱이 전력설비가 크게 노후화되어 1/4 정도

계적인 경제전문기관인 「The Economist」는 머지

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

않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의 경제성장

과 30여 개국에서는 매일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간(2011~15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할 10개국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적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제

에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성장에다가 자원개발 붐과 국제사회의 인프라 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확산

발자금 지원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건설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40년

건설부문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은 물론 다른 산업

경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0개로 늘어날

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수요

앙골라, 수단, 알제리, 콩고(DRC) 등 자원부국을

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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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대로 대폭 축소되었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미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오는 2020년경에는 외국자본

국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간

이 대거 몰리면서 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생산의

상태이며, 현재 미국은 비교우위가 높은 석유화학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처럼 아프리카 자원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도로,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점유율은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전력설비, 정유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아프리카

시설, 송유관, 해양 플랜트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플랜트 건설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과 동일본 대지

기구(IEA)는 2010~35년간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

진 등의 악재에 대한 돌파구로 아프리카 진출을 확

가스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시장 규모가 2.1조

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건설 · 플

달러(연간 83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

랜트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수주 실적이 뚜렷한 증

하고 있다.

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는 전년대비 2.3

아프리카에 가장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

배 증가한 42.6억 달러를 기록했다.

는 중국으로 대규모의 원조 공세를 앞세우며 인프

아직까지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는 다른 신흥국

라 건설시장을 사실상 석권해 나가고 있다. 아프

가에 비해 영세하지만, 자국 건설업체의 공급능력

리카 건설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선점

이 부족하여 상당 부분을 해외 건설업체에 의존하

해 왔으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

고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해외건설시장에서 차

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유럽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

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16%로 중남미(9%)와

다.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매출액은 2002~11년간

북미지역(12%)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업

21배나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체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진출의 여지가 크다는 것

점유율이 40%를 넘어섰다. 과거 식민종주국으로

을 의미한다. 또한 아프리카(마그레브)는 우리 건

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밀접한 정치

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 있는 중

· 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진출상의 이점이 있

여전히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건설

다. 물론 이러한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많은

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액(2011년)에서 아프리카가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위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지만, 이는 유럽 지

험 말고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정

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프랑스 건설

책의 일관성 결여, 신뢰 부족 등 여러 종류의 사업

기업들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과 컨소시엄 구

리스크가 프로젝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

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

다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신용도가

며, 최근에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

등 비전통적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 않다.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함께 아프리카 인프라

되고 투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집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

약적 사업으로 장기 자금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국의 아프리카 시장공략이 거세지면서 시장점유

있는데, 아프리카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율이 2000년대 초반 15%대에서 2011년에는 5%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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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현상으로 진출 가능성 전체를 가려서는 곤란

융자를 통해 국내건설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

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잠재력만을 지나치게 부각

면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가

시켜 과대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가졌던 부정 일변

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주 확대를 꾀하기

도적인 시각 또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시장에서 많은 사업경험과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노하우를 가진 외국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출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건설시장으로 평

해야 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기

가받을 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업은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공고하게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축된 진출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 · 플랜

발굴 및 금융조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

트 시장의 개발 잠재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진출

으므로, 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전

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동

진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반 진출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아프리

이 정리할 수 있다.

카 건설시장에 관한 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주

첫째, 해외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을 들

자이고, 또한 아프리카 리스크에 대해 커다란 부담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공과 일부 산유국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진출을

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인프라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

개발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을 통해 이집트, 모로코,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에

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위험이 높고

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터키와의 협력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financing)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

회교 국가인 터키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인프라 투자수익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동일한 종교, 인종 및 문화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이 어

북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강점을 보인다. 터키 건

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공적

설업체는 지난 197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건설

수출신용기관(ECA)이 적극 나서 양자간 또는 다자

시장에 진출하여 2,267억 달러(6,663건)를 수주했

간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는데, 이 중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11.6%, 2.6%

Institution)들과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자

를 차지할 정도로 북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하다.

금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가 터키 건설업체와 합작 진출한다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

면, 노동력 수급문제 해소는 물론 건설 기자재 조

내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금

달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의

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

협력 진출 모색도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

문에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을 협조융자 파트너로

국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중 · 단기적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

으로 보면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선

국과의 협력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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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과

통신 부문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국이 각각 설계와 기술,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

에서 MDB 차관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고, 우리 기업이 도급을 맡은 건설 공사는 중국 기

있지만,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업을 하청업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그동안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차관사업 중에서 한

있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자원 메이저와의 협

국 기업이 수주한 실적은 단지 1건에 그쳤으며,

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에

AfDB 차관사업 역시 6건(1.37억 달러)에 불과하

는 다수의 오일 메이저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 MDB 조달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

데, 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개발 관련 건설 프로

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과거실적이 크

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게 부족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석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을 주도

MDB 사업은 일단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실적을

하고 있는 외국 오일 메이저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

축적하게 되면,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또한

셋째, MDB 차관 사업 수주를 들 수 있다. 지난 12

MDB 사업은 리베이트 등 부패문제와 높은 리스크

년간(2000~11년) 세계은행의 지역별 차관지원 규

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모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남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 외에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

1,600억 달러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차관

환(foreign exchange)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이

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MDB 발주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아프리카가 남아시아의 3배에 달하는 30%로 가장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감축을

서는 MDB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이고도 체계

위한 사회기반 구축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

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데,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교통, 위생 등 다양한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분야에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과 MDB 근무 경험자

너지 분야에 대한 차관 지원액 비중이 22.5%로 가

들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의

‘MDB 전문가 풀’을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력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은

MDB 발주 인프라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

행의 아프리카에 대한 차관 규모는 글로벌 ODA

하기 위해서는 MDB의 성격 및 정책, 업무절차, 프

시장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로젝트 사이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MDG 달성을 위해 2015년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준비

까지 원조 공여국의 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단계(preparation)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컨설팅

대비 0.7%로까지 확대할 것을 천명한 만큼, 이는

참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 준비

세계은행의 차관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

로 예상된다.

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component)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차관은 세계은행에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해 규모가 작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서비스와 설비, 장비 등 물품조달에 관한 밑그림이

분야는 인프라 개발로 전기 · 식수 · 위생 · 교통 ·

그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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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 승

이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아프

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

리카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의 불

터 MDB와 수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

예측성이 특징이므로 정부와 발주처 등과의 밀접

을 키우는 것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한 유대관계가 사업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입찰정보는 ‘낡은 정보’

않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일부 국

로 그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므로 정부 및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발주처 주요 인사와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인적

통해 국가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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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2012. 12)
ISBN 978-89-322-1409-2 / A5 / 226면 / 10,000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 일어나는 정치, 군사,

특히,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북한 당국의 통제력 약

경제적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정

화와 직결되어 있고, 시장의 확산은 동유럽 사회주

은 체제가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는 행보를 보이면

의 국가들과 중국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경

서, 경제 분야의 조치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제로의 체제전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한 시장화에 대한 연구는

재 북한의 정책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정

북한의 변화를 평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책과 유사한 점들이 많고 현 시점에서 북한의 시장

될 수 있다.

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북한의 시장화 규모 추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존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현재와 같이 계획경

연구들이 탈북자의 설문에 의존하거나 거시지표를

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모순 속에서 사회주의적 계

이용한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탈북자 데이

획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터의 경우, 탈북자의 경제, 사회, 정치적 편향성으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의

로 인해 데이터로서 한계를 지닌다. 거시 데이터를

시장은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묵인과

사용한 연구 역시 사용된 데이터가 북한의 비공식

적극적인 억압정책이 반복되면서 성장해 왔다. 최

경제 부문 추정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불확실하

근 들어서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 통제에도 불구하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탈북자 데이터를 통한 분

고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있다.

석 결과(비공식 부문 비중 70~80%)와 거시 데이

이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등장 및

터를 통한 분석 결과(비공식 부문 약 30%) 사이에

북한 당국의 경제 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매우 큰 편차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였던 2002년 「7 · 1 경제관리 개선조치」 10년을 계

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기로 북한의 시장화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연구를

이용하였다. 이 인구센서스에 있는 북한의 비공식

통해 북한경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

경제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항목을 활용

탕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하여 북한 시장규모 추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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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었다. 북한과 같이 개혁 성과가 미흡한 그룹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 경제

에 속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독립국가연합(CIS)에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6세 이상 북한 인구

속해 있는 국가들로서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했고,

가운데 약 83%는 텃밭 경영을 비롯하여 축산, 가금

체제전환 이후에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느

과 같은 여타의 식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구 경제

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

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가

은 구정권이 유지되었거나, 지배 권력이 바뀌었어

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도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구사회주의 체제를 옹호

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거의 유사

하며 시장으로의 개혁을 매우 느리게 진행시켰던

하며, 이 참여율은 주로 소득과 시장에 관련한 변

국가들이다. 북한은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절대

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권력의 특성상 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하기 어려운

나아가 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치체제가 지속

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되는 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개혁이 매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

더딘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형 개혁이

면 체제이행 초기에는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 속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개혁 초기의 경제

도는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의

발전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급진적인 개혁 가

관계로 변한다. 또한,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

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건은 필요조건

제규모가 작은 경우 공식적인 제도와 정부의 거버

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진 초

넌스 능력이 높고 부패 수준이 낮으며 그 결과 체

기조건을 개혁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제이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반면 비공식 경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제도를 합리적으로 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비공식 경제에

입하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서 이익을 향유한 가계나 기업이 자본주의로 향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

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여 체제이행의 진

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도가 높아진다.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 비

이 보고서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비공식

중은 체제이행 초기의 기업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비공식 경제의 규모와 초

이 된다.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

기조건에 따른 북한 개혁 양상을 예측한 후, 이를

로, 체제이행 초기에 비공식 경제가 공식적인 사기

바탕으로 북한이 효과적으로 시장화로 나아가기

업으로 전환되도록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한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다면 체제이행의 성과는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음으로 북한의 합리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기여하고자 하였다.

지난 20년간 경제개혁 성과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
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 국가들의 데
이터를 토대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이 판별함수에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수 값을 대입한 결과 개혁 성과가 미흡 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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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박복영 · 김종혁 · 고희채 · 박경로 (2012. 12)
ISBN 978-89-322-1410-8 / A5 / 242면 / 10,000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

큰 경각심을 갖지 않았으며, 지식기반형 혹은 혁신

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

형 제조업의 성장에만 주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

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외적으로는 교역대상국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

FTA 체결과 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경제적 이

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익보다는 전략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이 위기가 단순히 금융부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

수 있다. EU의 경제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NATFA

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

를 결성한 이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국가, 남미

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

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인 원인을

하였다. 즉 통상정책은 상당 정도 전략적 목적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 혹은 개혁의 방향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도

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국 금융산업이나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미국에서 과거와는

수입품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 등 간

다른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

접적이고 다소 포괄적인 이익을 기대하였다.

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혹은 근본적 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기존의 정책

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

방향에 전환이 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면 규

이다.

제완화와 전략적 측면 중시에서 규제강화와 경제

1980년대 이후 위기 이전까지의 미국의 정책방향

적 실익 중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

은 국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체적으로는 금융업 및 서비스업 중시에서 제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비

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통상정책에

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비교우위

서도 전략적 고려 대신 수출확대나 국내 일자리 창

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출과 같은 실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혁신과 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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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한 오마바 대통령은 통상정책에서도 과거의

금융감독의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

정책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의 접근은 통상

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측면도 있

정책에 관한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

지만, 2009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 위기 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는 한 마디로 수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됨으로 해서

출확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익의 관점에

나타난 부분도 있다.

서 철저히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개방의 확

우선 제조업 중시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대는 교역을 통한 포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

금융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대신 제조업에

다는 공화당의 이념 대신,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다시 주목한 것은 위기에 대한 단순한 반응 이상인

기여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직후 국제경쟁력을 상

하고 있다. 이것은 FTA에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정

실한 자동차 회사의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

다른 것이다. 가치로서의 환경과 노동 규정이 아니

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명확히 하였

라 그 규정이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

다. 이것은 제조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양질

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반드시 필

전략적 지역 중시에서 경제적 이익의 확대될 수 있

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는 아시아 지역 중시로의 전환이다. 경제성장과 일

할 수 있다. 나아가 제조업의 쇠퇴를 필연으로 받

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국가수출확대구

아들이는 대신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2010년

상(NEI)’의 추진을 2011년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

‘제조업증강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제조업 지원책

제로 선정한 것이 정책전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

을 마련하였다. 또 제조업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

리고 FTA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추진 중인

수출구상’을 발표하였다. 기업들의 R&D활동을 지

FTA를 마무리하고 아시아국가들과 TPP를 추진하

원하고,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분야 지원

는 것 역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을 통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금융부문에서도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금융혁신

도 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얼마나

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

하지만 미국 상품 수출 증가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

한 방향 선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금융

해 보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회복할 가능성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1년 미국의 상품 수출증

대한 제한, 신용평가기관의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가율(수량기준)은 7.2%였으며 2012년은 5.3%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상된다. 이런 성장률은 세계 평균이나 다른 지역

이후 미국의 금융정책의 변화는 1930년대 대공화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

기와 비교해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1.5%p, 3.0%p 각각 높은 수준이며 신흥시장의 평

어렵다. 대공황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균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높다.

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전환이 있었

이러한 양호한 수출증가율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

통상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개혁의 경우 금융기관의 일부 행위(behavio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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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대신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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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금융시장의 구조

소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의 이념적 격차

(structure)를 변화시킬 만한 개혁은 없었다.

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

대공황과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

이 개혁을 추진한 데 있어 심각한 정치적 장애가

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되고 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금융가의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반대에 의해 후퇴된 것,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완화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원인은 정치적 갈등 혹

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

은 이념적 차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공

혁이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대표

황 이후에는 양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급격히 축

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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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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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자부품>정보통신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

있다.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

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으로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

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품공급망(supply chain)

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

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기업들의 투자 · 조달 활

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기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

업들의 투자 및 경영전략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

업 육성,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본기업의 대한투자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

④ 적극적인 무역 · 투자 자유화, ⑤ 새로운 에너지

이며 한 · 일 간 무역구조에도 점차 구조적인 변화

공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전략 수립이라는

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의 구체적인 한 · 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들 각 분야별로 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지난 20년

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

동안 심각한 내수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내수침

였다.

체의 배경에는 저출산 ·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요인

제2장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국

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요인은 내

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수를 확대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고찰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무역

최근에는 엔고와 국내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

특화지수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

자의 해외유출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현재는 정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기계>일반기계>수송기계>화학>전기기계>철강>전

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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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새로운 수요 · 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

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일본정부

이다. 특히 일본은 ① 아 · 태지역 주요국과의 FTA

가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요창출

협상 촉진, ② EU와의 FTA 협상 개시, ③ FTA 체

을 위한 정책대응 분야로 그린(에너지 · 환경), 라

결에 따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 인적이동 ·

이프(의료 · 복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

이 두 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육

로 설정하고 있으며, ④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

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

외 신흥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 ·

린성장전략에서는 부품소재, 제품(차세대자동차,

태평양 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전지, 해양개발), 시스템(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

전략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템)과 같은 핵심프로젝트를 고찰하였고, 라이프성

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환

장전략에서는 의약품 ·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경조성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증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일본기업은 엔고,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

러한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

구축, 에너지 공급제약, 국내산업연관관계의 약화

사점을 살펴보았다.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재정과 사회보장

일본정부는 해외투자와 국내의 고용 및 산업창출

통합개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

의 선순환 가능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산 · 고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강

인식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

한, 일본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

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

구하고 일본의 무역 · 투자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에서는 이러한 통합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

비해 예산, 조직, 인력 등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

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본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에 일단락된 일본 민

무역 · 투자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함

주당 정권의 통합개혁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

을 제시하였다.

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재정건

제6장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

전화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

가입 기회 확대, 공적연금의 통합 등 일정 부분에

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에너지 믹스

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

연령 조정이나 공공의료보험의 고령환자 부담 강

점은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

화 등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

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 제로’를 핵심

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 · 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

제5장에서는 일본의 무역 · 투자정책에 대해 고찰

데, 이 쟁점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을 정리하였

하였다. 무역정책에서는 주로 일본의 FTA 추진정

다. 둘째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재생에

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FTA 체결성과 부

너지 보급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통

진,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해 일본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에 도

102

2012년 KIEP 연구보고서 요약집

②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째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이다. 일

는 점, ③ 전력요금 자유화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구

본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독점, 일관경영체제로

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
기되면서 전력소매의 완전자유화, 송전망 관리방
식의 개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
를 각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 국제경
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성공모
델에 집착하지 말 것, ② 추격해 오는 신흥기업과
의 가격경쟁을 피할 것, ③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④ 글로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
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 그리
고 해외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 공
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반면, 인위적
인 수요확대전략, 즉 공공투자의 확대나 사회보장
의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
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보
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
본설계 필요, ② 사회 보험료를 주축으로 한 사회
보장제도의 운영,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 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정부조직 정비가 필
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무역 · 투자 자유화전
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① 미국이 주도하
는 아시아 · 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활
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② 동아시아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 · 일 협력이 필
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 · 일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 ③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를 위해 한 · 중, 한 · 중 · 일 FTA 협상에서 적극
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일본의 신에너지 전략이 주는 시사점으로 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103

연구보고서

입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고찰하였다. 셋

연구보고서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 (2012. 12)
ISBN 978-89-322-1412-2 / A5 / 260면 / 10,000원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

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

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

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

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

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

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

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

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

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

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

가하였다.

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

EU 금융감독 · 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

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

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

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

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

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

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

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

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

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

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

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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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

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

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

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

할 필요가 있다.

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

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

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

다. EU 차원의 통합감독 · 규제에의 발전에도 불

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

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 · 규제는 여전히 개별

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
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
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
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
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
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
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
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
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
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
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
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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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윤덕룡 · 박복영 · 강유덕 · 권 율 · 강은정 (2012. 12)
ISBN 978-89-322-1424-5 / A5 / 198면 / 7,000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개발지원에 대한 기여를

제고와 더불어 정치 · 경제적 민주화, 시민사회 육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유럽의 사례로부터 필

성 등 대내적인 성숙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한국이 당장

통합적인 ODA 정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오

제3장에서는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를 비교분

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 국가의 시스템을 분

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표적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의

인 국가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의 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례를 살펴보았을 때 원조 집행의 통합은 비용의 효

먼저 제2장에서 EU 회원국의 ODA 지출 변화를

율성 제고, 중복사업 방지, 유사사업의 결합을 통

살펴보았다. ODA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

한 시너지효과 발휘, 정보공유의 통합에 따른 집행

한 결과, 정치 · 경제적 상황의 단기적 변화가 이

능력 및 전문성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원조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럽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와

라의 원조관리체계를 정책분담실시통합형으로 개

긴축에 따른 ODA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

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득수준, 정부운영의 장기

의 원조규모, 원조유형의 특징, 원조정책 수행체

적 패러다임은 ODA 비중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계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높으

것으로 나타나 ODA/GDI 비율 0.7% 달성 목표를

면서도 분절화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

위한 유럽 내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된다.

나라 ODA의 증가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정치 ·

제4장에서는 EU의 경험을 활용하여 원조효과성

사회적 발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급속한 양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

적 팽창은 일반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제 · 정치

였다. EU 국가들의 국가협력전략(CPS) 국별 지

적 요인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단

원 방침은 ‘기본계획→실시계획→예산계획’ 형태

순한 ODA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국격

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ODA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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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 중 EU 가입 지원

(multi-year planning)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을 통한 중동구 지원은 향후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

유럽 국가와 같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

할 경우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

인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을

여 통일에 이를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경

통해 중장기 원조연동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하

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격차를 일

고, 잔여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개

정 수준 이하로 줄인 이후에 통합하는 것이 가장

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적인 통일의 방향이다. 그러나 수렴조건을 충

제5장에서는 유럽의 체제전환국 사례(EU의 대동

족시키는 것이 북한의 일방적 의무가 아니라, 남북

독 지원, EBRD의 동구국 체제전환 지원, EU 가입

한이 쌍무적으로 동참해야 할 과제라는 시사점을

지원을 통한 중동구 지원)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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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ODA 정책과
한 · 유럽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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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최근 국제사회가 ODA의 규모를 GNI 대비 0.7%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

한국의 ODA 규모가 최근 OECD DAC 평균인

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0.5% 내외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대적으로 빠른 ODA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필수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점

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책기조의 수립과

진적으로 증액하여 ODA/ GNI 비중을 2011년

ODA 지원체계의 확립 및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0.13%에서 2012년 0.15%로, 그리고 2015년에는

과제가 시급히 요청된다.

0.25%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사례는 이미 국내에도 많은

내 개발과정을 완성하고, 이제 비록 절대적인 규모

보고서에서 소개되고 정리된 바 있지만, 본 연구는

는 작으나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 신흥 공여국으

특히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 유럽 국가들을 몇 개

로 등장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EU라는 유럽 국

(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ODA 규모 확대를 비

가간 공동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롯해서 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DA의 양적 ·

국제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

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의 장

는지 살펴보았다.

기적 비전에 연계한 개발원조정책의 전략과 인프

오랫동안 개발원조정책의 시행을 통해 많은 경험

라 구축은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

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엇보다도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ODA 정책의 향

정책의 운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원조정책을

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여국으로서 아직은 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을 확고히 하고 개선

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운용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체제를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 공조방안

기대한다. 특히 유럽은 다른 대륙과는 달리 공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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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전개과정,

기부터 구축해온 수원국들과의 원조 및 지원 관련

현황 및 추세 분석 그리고 주요 국가별 특성을 전

네트워크와 유 · 무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

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기

또한 유럽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 과정을

구 및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조 관련 주요

거듭했으며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함으

이슈들을 발굴해서 무엇이 쟁점인지 논의하고 그

로써 개발협력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따라

대안들과 함께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발전

서 공적개발원조정책 시행 초기에 있는 한국의 입

방향을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EU 및 유럽

장에서는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

국가들의 ODA 정책이 갖는 입장을 파악하는 한편

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사하

또 하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국제원조사회와

는 바를 이해하고자 한다.

의 공조방안이다. 특히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 등

제3장 및 제4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장한 이상 원조모델과 정책방향을 조속히 정립하

전반적인 원조공여정책과 관련된 총론 부분에 해

고 국제사회공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한다.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은 회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공

원국들과는 독립적으로 원조공여주체의 역할을 하

여국들간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회합을 가지며 긴

는 EU의 활동을 소개한다. EU는 앞에서도 지적했

밀한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듯이 별도의 원조주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회원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또 하나 국제원조사회와

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성

의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

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유(特有)한 위치에 있다.

제적인 다자 차원에서 UN은 새천년개발목표(UN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명분상 EU는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선 언 을

국제적으로 개발원조정책의 기준(standard)을 제

2000년에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원조를 통한 개

시한다는 인상도 주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주도적

도국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원조사업으로 산

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EU는 이외에도 회원

만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배경

국간 공동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정과 접근의 역할

으로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

도 수행하기에 각국간 상이한 정책을 종합하는 총

시킬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컨

체적인 흐름과 그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센서스)에 바탕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독립

다. 동시에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른 EU의 권한 확

적이고 개별적인 회원국 차원의 원조보다는 체계

대와 국제적인 원조정책의 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따라서 공여국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ODA 운영

간 그리고 국제개발기구들과의 공조와 협력이 이

체제와 정책방향이 한국의 ODA 정책수립에 시사

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과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역시 유럽 원

결론에 해당하는 총론을 더하여 총 11개 장으로 구

조공여국 전반과 관련을 갖는 주제이다. 지속가능

성되어 있다.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새로운 국제패

제1장은 간략한 연구 배경과 범위, 구성을 설명

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최근 ODA와 관련하

한다.

여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EU 및 회원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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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조에서도 환경 및 자연보존, 기후변화 대응 그

가 쌓이지 않았고, 원조체계와 정책방향성이 분명

리고 생물다양성 보호 등은 그 비중을 더해가는 추

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이다.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수

후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선진공

긍하면서도 환경과 성장 간의 역관계(trade-offs)

여국들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한국 상

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유

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녹색성장개념은 개발
전략의 추구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한국
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개
발경험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은 중요한
우리나라 원조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제4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환경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공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보고서의 구성상 개별 국가별로 이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장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부터 제10장까지 총 6개 장은 연구팀이 선정
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및 스페
인 총 6개국에 대한 개별 사례 분석을 하였다. EU
및 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국가들은 국제개발원조
에서 55~60%를 차지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공여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럽 원조의 대부분이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7개 주체(EU 및 6개 회원
국)에 의해 수행된다. ‘하나의 공간(공동체) 속에서
다양성 추구’라는 유럽 일반인의 인식이 말해주듯
이 유럽 국가들간에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역사
및 외교 관계, 경제적 이해 또는 문화,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별로는 원조정책의 운영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개별 국가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11장에서는 각 개별국 사례를 통해 본 다
양한 원조 정책과 체계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분
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가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현재 우
리나라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원조의 경험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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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집은 2011년 11월 ‘전환기 중국 연해지역의

있는 지역발전전략과 전략산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제발전전략: 당면 과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 자료집은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 현황과 당

진행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

면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이다. 1부 ‘산업구조의 재편과 고도화’에서는 랴오

모색하고 있으므로 기업인과 연구자, 정책입안자

닝성, 장쑤성, 저장성의 산업구조 조정 현황과 문

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 · 중 교류 협력을

제점을 분석하였다. 2부 ‘지역별 신성장동력’에서

증진시키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는 환수도경제권, 광둥성, 산둥성에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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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11 KIEP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Chang Kyu Lee ed. (2012. 10)
ISBN 978-89-322-3061-0 / A5 / 426면 / 15,000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지역에 대한 연

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

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다. 신흥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 연구자간 교류를

‘KIEP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는 이 프로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방문

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하여 세계지역

학자 초청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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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Heung Chong Kim, Sung-Hoon Park, and Rudiger
Frank eds. (2012. 12)
ISBN 978-89-322-3062-7 / A5 / 228면 / 10,000원

이 책은 2011년 4월 28~2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구체적으로는 1장 ‘Korea and East Asia in a

서 개최되었던 국제세미나 “Korea and East Asia in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2장 ‘Korea and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East Asia in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의 결과물로서, 경제, 안보, 개발/ODA의 세 부분

그리고 3장 ‘Regional and Global Development

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Issues and the Role of Korea’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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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Lee-Jay Cho and Chang Jae Lee eds. (2012. 12)
ISBN 978-89-322-3063-4 / A5 / 185면 / 7,000원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을 포함한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변

년, 2010년, 2011년에 발간했던 『Financing for

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다.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경

Asia』의 네 번째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지역통합과

제규모와 기술 경쟁력,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

역내 공동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인 동북

연자원, 그리고 아 · 태 지역과 북미 지역과의 긴밀

아개발은행(NEABCD: Northeast Asian Bank for

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경제에서 동북아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립에 관한 2012

시아 지역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세

년의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

계경제 위상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민

하였다.

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역내 지역안보상황은 아직
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일례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는 유럽의 EU와 동남아시아의 ASEAN과 같이 지
역협력체제가 부재하다.
그러나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풍부한 천연 · 인적 자원을 보유한 북
한, 몽골,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잠재력
을 역내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및 환경,
녹색성장 분야의 개발을 위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
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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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권 율 · 김태윤 · 이재호 · 김유미 (2012. 12)
ISBN 978-89-322-1420-7 / A5 / 198면 / 7,000원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

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 · 문화 · 정치 ·

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

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

환 경 성 과 지 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

아시아 외교구상,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 한 ·

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

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

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

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

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

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

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 훈련, 기술 · ICT 부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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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

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

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

려한다면 교육 · 훈련, 기술 · ICT 부문에 대한 지

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

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

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

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

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보인다.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

로 보인다.

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
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
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
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
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
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
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
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
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
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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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2012. 12)
ISBN 978-89-322-1421-4 / A5 / 268면 / 10,000원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산출하여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

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

분, 도출하였다. 여기서 우선지원 분야는 필요성

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이며, 차순위지원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

분야는 필요성은 높지만 공여능력이 상대적으로

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낮은 분야이다. 잠재지원 분야는 필요성이 상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대남

적으로 낮지만 공여능력이 큰 분야이며, 지원유

아시아 ODA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보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

15.8%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남아시아

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가별 우선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개

지원 분야별 원조환경을 수원국은 물론 국제사

발원조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회 및 우리나라의 지원동향 등을 통해 검토하였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

다. 또한 각 분야별 한국형 ODA모델의 적용가

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중점협력

능성을 살펴본 이후, 적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ODA모델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對남아시아 ODA 추진방

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분야별 발전경험과 ODA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원경험을 통해 가장 공여능력이 큰 지원 프로

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국무총

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

리실 주도로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경제일반, 국

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세계

토건설,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등 총 12개 분

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

야에 147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

먼저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로 파키스탄은 경제

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9개 분야별 지표를

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기술 및 ICT,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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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방글라데시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연

및 ICT, 스리랑카는 경제하부구조, 기술 및 ICT,

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시

교육 및 훈련, 네팔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

장은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정부가 ICT 주도의

련, 보건 분야가 각각 도출되었다.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빠른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하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스리랑카는 이동

부구조의 경우 4개국 정부가 모두 우선순위를 두

통신 보급률이 높고 ICT 장비에 대한 젊은 층의

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수

관심이 높아 새로운 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준에 머물고 있다. 파키스탄의 교통인프라 및 전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도 ‘e-Sri

력 부문 개발은 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Lanka 로드맵’을 마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갖

편으로, 특히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 무

고 있다. 네팔은 산악지형의 한계로 유선통신에

역회랑(NTC: National Trade Corridor) 이니

비해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셔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도 높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체 투자역량이 낮아

하지만 투자의 폐쇄성으로 신속한 발전이 이루

지방의 이통 및 인터넷 서비스는 매우 낙후되어

어지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

있다.

는 파키스탄 다음으로 양호하지만, 전력 생산의

교육 및 훈련 부문도 국가별 다른 개발 특징을 보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하

여주고 있다. 파키스탄의 15~24세 인구의 식자

고, 특히 국토에 강이 많아 효율적인 항만, 내륙

율은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낮고, 특히 여자 전체

수상 시설 등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

의 식자율은 40.3%로 매우 낮다. 또한 초등교육

되어 있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의 특성상 남아시

입학률은 95%지만, 중등교육 진학률은 35%밖

아 국가 중 항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도로도

에 되지 않는 등 상급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과정

국토의 70%를 커버할 만큼 발전수준이 높은 편

이수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이어서 전산화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한 도로,

방글라데시의 중등교육 입학률은 파키스탄보다

항만, 철도 등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중요한 개

높은 51%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학

발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네팔은 산간지형이 많

생 입학률이 오히려 남학생 입학률을 추월하는

아 교통인프라가 특히 취약하고 수력을 통한 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인구 전체의 식자

력생산이 99.6%에 달하므로 도로 개발과 수자원

율도 77%로 파키스탄보다 높고, 여자 전체의 식

관리가 중요한 개발과제로 대두되었다.

자율도 78.5%로 남자의 식자율 75.5%보다 높을

기술 및 ICT 부문도 4개국 모두 국가전산화를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비해 매우 높다. 스리랑

추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투

카는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이 각각 98.7%와

자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개발 수준이 낮은 상태

104.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수율도 높다. 정

이다. 파키스탄은 정부의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

부 지출 중에서 교육부문 지출의 비중도 8.1%로

및 동 분야 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동통신 가입

높아,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98%에 달하는

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조만간 보급률 100%

등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를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높다. 네팔은 정부 전체 지출 중 교육부문에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2%를 할당하는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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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결과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가 각각 -1.0%, -4.9%, 18.6%, 1.2%로 나타나

83.1%로 남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국가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

한편 이들 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

시아 주요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세계은행, ADB

조는 세계은행, ADB 등을 중심으로 경제하부구

등의 지원은 대체로 초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분

조, 교육,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경향

야에 집중되어 있다.

을 보였으며, 기술 및 ICT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

우리나라의 對남아시아 ODA는 경제하부구조에

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하부구조

집중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한국의 ODA규

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06년을 기점으로

모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분야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ODA 규모는 2006년 이후 연평균 지원액 8,000

네팔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2006~10년 연평균

만 달러, 증가율이 37.4%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34.4%, 32.1%, 3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증가하였다. 반면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지

최근 국제사회의 대파키스탄 인프라 개발 프로

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 않았다. 스리랑카에 대

젝트는 항만, 수로, 도로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한 경제 하부구조 지원 규모는 2007~08년간 쓰

방글라데시에서는 낙후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나미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게

간 인프라 연결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행되고 있다. 네팔도 세계은행 자금으로 낙후지

2010년에는 20만 달러에 그쳤고, 네팔과 파키스

역 도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탄 의 경 우 에 도 각 각 2008년 과 2007년 에 만

기술 및 ICT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

4,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2010년 기준으로 모

우리나라 지원규모는 미미하지만 향후 더욱 적

든 국가의 전체 ODA 대비 ICT 분야의 비중이

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분야가 기술 및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100만

ICT 부문이다. ICT는 남아시아 정부가 의욕적으

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정부들

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

이 ICT를 통한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을 갖고 있는 분야로 향후 지원규모를 확대할 여

최근 세계은행 등 국제 원조기관들도 방글라데

지가 큰 분야로 판단된다. 교육 및 훈련 분야에

시와 스리랑카에서 ICT 개발을 통해 해당 및 연

대한 우리나라 ODA는 대부분 무상원조로 이루

관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정부와 민간의 ICT

어졌으며, 분야별 가장 높은 지원비중을 차지하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

였다.

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분야 ODA 규

향후 대남아시아 ODA는 우선 남아시아의 특성

모는 기술 및 ICT 분야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있지만, 인프라 분야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적고

남아시아는 세계최대 빈곤지역으로 개발협력이

매년 변동 폭도 크다. 2010년을 기준으로 방글

집중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ODA 대비 교육

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중저 소득국에 집중되

분야의 ODA가 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 왔다. 점차 남아시아와 같은 최빈국 지역에

다. 그러나 최근 5개년(2006~2010년) 연평균

대한 원조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증가율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와 함께 대남아시아 원조는 남아시아의 성장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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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남아

(KSP)까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원조의 분절화

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협력 사업들 간의 연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

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조사업도 규모의

속될 전망이다. 2005년 골드만삭스는 BRICs를

경제를 추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이을 차세대 신흥국가인 ‘넥스트11’에 파키스탄

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형태의

과 방글라데시를 포함시켰다. 특히 남아시아는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

다른 최빈국들과 달리 역내 고성장 국가인 인도

여하거나 개별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원조의 프

는 물론 중국, 아세안 등 다른 고성장 국가 및 지

로그램화를 적극 추구해나가야 한다. 수원국의

역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의 고성장 국가와 연계

주인의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와의 원조조화에도

한 개발협력을 전개할 경우 높은 효과성을 기대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시아 각국의 개발

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지만 의회 민주

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을 전개

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시스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템을 갖추고 있으며, 원조에 대한 주인의식도 강

남아시아 지역과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1인당

해 수원국의 사업추진 시스템, 입찰제도, 절차

GDP가 3,000달러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와 약

및 과정과는 물론 다른 원조 공여기관 및 국가와

600달러에 불과한 네팔 등과 같이 소득격차가

보다 적극적인 원조 조화가 필요하다.

크고, 산업의 발전단계는 물론 도서국 혹은 내륙

마지막으로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를 구축할 것

국의 문제 등 발전 장애요소도 각각 다르기 때문

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아프리카, 심지

이다.

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협의

대남아시아 ODA의 또다른 기본방향은 원조 나

체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아가 개발 효과성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우리나라 ODA

먼저 기존 대남아시아 원조사업 평가에서 나타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4개국이나 포함하고 있는

난 낮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제고시키

남아시아를 상대로 한 원조협의체는 아직까지 구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조도 규모의

축되어 있지 않다. 남아시아 원조협의체가 구축

경제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무상 원조가 분

되면, 우리나라는 남아시아 소지역 개발협력 프

리되어 있고, 지난 20년(1991~2010년) 대남아

로 그 램 인 SASEC (South Asia Subregional

시아 유상원조 및 무상 프로젝트 원조 평균 지원

Economic Cooperation)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

규모가 각각 약 2,400만 달러와 170만 달러에

의 원조를 받지 않는 인도와 다른 남아시아를 대

불과할 정도의 소규모이어서 사업 중복은 물론

상으로 한 개발협력 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행정적 비효율 발생의 여지가 큰 점을 적극 개선

원조의 규모의 경제화, 효율성 제고, 민간참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금협력과 기술협

촉진 및 시행착오 축소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

력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가급적 지원형태를 프

모될 수 있을 것이다.

로그램화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유무상

다음은 앞서 정량분석을 통해 선정된 국별 우선

원조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남아

지원 분야와 분야별 원조환경, 대남아시아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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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지원

고려하여 도출된 국가별 우선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제안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ICT 개발

협력 프로그램이다.

부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4건의 유상원조

먼저 방글라데시의 우선지원 분야 중 경제하부

와 2건의 무상원조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

구조의 경우 한국형 ODA 모델 중 경제일반 부

하고 있거나 완료하였다. 개별적인 원조사업들

문 20개, 국토건설 부문 19개, 산업/에너지 부문

이 대체로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12개 프로그램 각각을 방글라데시의 개발특성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

원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었고, 방글라데시 ICT와 관련된 통합된 개발 목

결과, 산업단지 개발, 경공업 육성지원, 전력인

표와 전략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화와

프라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

의 원조조화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났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및 ICT 분야와

한편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형

교육 및 훈련 분야에는 각각 유무선 브로드밴드

태의 사업추진 방식은 프로그램형 접근법으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기능인력 양성 프

설계되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ICT 개발계획

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나

및 프로그램, 즉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및 ‘디

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지털 방글라데시’ 차원에서 사업을 설계하여야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한다. 양국 간 원조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

파키스탄의 경우 경제하부구조에서는 전력인프

조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

라 구축,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녹색산

리나라는 유무상 원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에서는 기능

(KSP)은 물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부문

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육성 프로그램, 보

등의 자금, 기술 및 관련 지원 역량을 최대한 결

건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그램이

집하여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

각각 선정되었다. 스리랑카의 경제하부구조에서

조 자체의 효과성은 물론 개발의 효과성을 극대

는 경제자유구역 운영, 녹색도시 정책, 녹색산업

화하기 위해 예상 가능한 각종 개발과제 및 이슈

육성, 기술/ICT에서는 폐기물처리 및 관리, 녹

들을 검토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여

색 R&D기반 구축,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

건 등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보다 충분하고

성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네팔의 경우 경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개발과제나

제하부구조 프로그램으로 다목적댐 개발, 공항

이슈가 간과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

인프라 구축, 역사문화도시 조성, 교육훈련 프로

글라데시 ICT 개발정책, 공기업 민영화 프로그

그램으로 기능인력 양성, 보건 프로그램으로 응

램, 브로드밴드 구축 로드맵, 브로드밴드 설비

급의료체제 구축이 각각 도출되었다.

설치, 통신 사업자 운영 및 유지보수, 마케팅 등

본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국

역량강화, ICT 관련 기능인력 육성, ICT의 활용

가별 우선지원분야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새로

을 위한 교육훈련 등 수많은 개발과제들을 검토

운 형태의 지원계획을 제안해 보았다. 방글라데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과제들이 확정되면,

시의 경제하부구조 우선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무

유무상 원조기관은 물론 각 부처 및 기관, 민간

선 브로드밴드 구축을 선정하여 기존 지원방식

부문까지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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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

잘 할 수 있는 부문과 공조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시 ICT 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

부문 등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사업영역과 역할

관과의 공조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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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각 기관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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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주영 · 이시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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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

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

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

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

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

정치 ·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

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

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

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

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

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

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

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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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

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

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

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

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

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

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

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

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

① 한 · 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

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

축 ③ 한 · 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

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

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한 볼 리 바 르 동 맹 ) 모 델 , 라 틴 -태 평 양 모 델
(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
(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
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
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
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
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
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 · 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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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

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

간 유 · 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

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

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

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

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

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

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

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

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

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

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

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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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

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

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

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

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

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

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

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역량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 강화

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나라에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

(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

(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

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

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

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

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

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

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

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

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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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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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

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

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

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

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

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

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

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

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

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

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원을 설립하는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

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

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

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

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 · 센터의 교사

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

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

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

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원한 경험이 있다.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

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

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

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

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

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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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

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도 하 여 민 관 협 력 (PPP: Public and Private

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

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

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도 프로그램 원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

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

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

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

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

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

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

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

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

(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

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

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

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

추진하되 빈곤퇴치 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진할 수 있다.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

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

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

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

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

조 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

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

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
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
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
역량 외에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
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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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출주도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압축적

자산이 저개발국 지원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

인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무역 정책 · 규제에 대한

공식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첫

AfT에 있어 현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한 빈곤감

지만, 한국 개발경험의 일방적인 전수는 원조효과

축 경험과 수원국의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AfT의 수행에 있어 한

공여국인 것이다. 이는 한국이 무역분야 원조에서

국이 수원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주도적인 참여

다른 공여국과는 차별화된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

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크 하려

불확실하다. AfT를 포함한 한국의 원조가 수원국

는 저개발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의 수요를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원조 프로그램을

국의 차별화된 경험과 위상이 자동적으로 한국

모듈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AfT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에 있어 공급자적 관

의 원조정책에 있어 무역분야 원조가 저개발국의

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요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기

한국은 독자적으로 Af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는 어렵다.

많은데, 이는 한국이 AfT에 있어 원조 조화를 모

2000년대 들어 한국의 AfT는 양적인 측면에서 매

색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ODA 대비 AfT

한국이 선진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AfT를 효과

의 비중 또한 다른 공여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fT 정책체계를 구축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양적

하고 전략지침을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AfT

인 AfT 실적이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고안 · 집

전략지침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무역을 원조체제

행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에 주류화하기 어렵게 되므로 중점분야별 원조

한국의 AfT가 원조효과성 원칙들과는 동떨어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이행에 있어 무역 측면은 간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한국의 차별화된 AfT

과될 가능성이 크다. AfT 전략지침은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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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s에 입각하여 AfT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로 작성하되, 한국의 차별화된 요소를 반영해야 할

PBAs는 AfT의 시작 단계서부터 수원국의 수요를

것이다.

바탕으로 수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AfT 전략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

AfT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AfT 중점분

다. 나아가 PBAs에 입각한 AfT 프로그램을 위해

야 및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는 유사한 관심을 지닌 여타 공여국들과의 원조

한국의 국제경제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조화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하며, 지속적

Af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인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지수(indicator)도 프로그

시하였다. 그 결과, OECD/WTO의 분류기준에 따

램의 고안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른 4개 AfT 분야 중에서 한국은 ‘민간 생산역량 배

이와 더불어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양’과 ‘무역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련의 사업들

타났다. 또한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프로그램으

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의 목적

로는 산업정책을 위한 AfT 프로그램과 더불어 ①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수출진흥 경제특구 설치 · 운영 지원, ② 수출진흥

구성하여 AfT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기관 설립 · 운영 지원, ③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

이와 같이 한국이 PBAs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AfT

템 구축 지원, ④ 통관 · 관세 시스템 개선 프로그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집행한다면, 한국의 AfT 프

램이 제시되었다.

로그램은 공급자적 입장에 치우친 모듈로서의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AfT 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원조효과성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원조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성 원칙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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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김종일 · 윤미경 (20112. 12)
ISBN 978-89-322-2317-9 / A5 / 302면 / 12,000원

산업발전은 개도국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개발효과

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나아

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개발 협력 동향에 비추

가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어 보아도 중요한 분야이다. 산업발전이 없이는 자

1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최근 관심을 받게

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학습을 통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

한 지식의 습득과 인력의 양성도 불가능하다. 그럼

력의 범위와 특징을 중심으로 관련된 주요 이슈를

에도 불구하고 산업분야의 개발협력은 등한시되었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

는데, 이는 과거 대대적 개발정책의 실패경험과 산

제적 동향을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업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

하지만 최근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함께 개도국의

력의 현황과 국내 가용자원을 알아보았다. 제6장

산업역량 강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

있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

는 유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슈를 논의

조 총회 등 최근의 국제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과

하였다. 제7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되었고, 특히 개도국의 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업역량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다시 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개발

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원조효과성보다 개발효

협력은 하드웨어 건설프로젝트와 산업분야 정책자

과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

문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산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

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에서

도 소규모, 단편적인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 정책

산업발전은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였으며, 우리

자문-산업인프라 건설-산업 역량 구축 등 일련의

나라와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개도국의 수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전략성이 부족한 것으로

요도 증가하고 있다.

판단된다. 특히 산업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민간기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분야의 개발

업의 정보와 네트워크 활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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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을 확충하

을 위한 사업추진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기 위하여 CPS 수립단계에서 산업분야의 사업이

따라서 기술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비교우위 분야나

구축, 무역지원 등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유망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의 실

중간(meso) 산업수준의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필

효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자문-인

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생산 및 경영 역량

프라 건설-산업역량 구축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

수행되어야 하며, 넷째로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현

발이 필요하다.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재와 같은 단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체계화되고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산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업정책 기반 및 기술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아시

있는 산업분야의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아나 중남미의 하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고 민간부문의 산업분야 개발컨설팅 사업을 활성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화하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

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섯째로는 기업과 개발협력 기관의 협조체제를 강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도

화함으로써 기업의 CSR 활동을 내실화하고 기업

국 내 생산 네트워크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의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한 인력 및 기술 협력 사업이 유망하다.

으로 정책연수와 정책자문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첫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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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유재원 · 주상영 · 한홍렬 (2012. 12)
ISBN 978-89-322-2318-6 / A5 / 222면 / 10,000원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않으면 금융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하기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어렵게 된다. 현재 개도국에서 발견되는 저조한 금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

융접근성을 소득의 부족으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

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

은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소외 현상이 자연스럽게

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서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친 낙관일 수 있기 때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의

문이다. 따라서 금융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전략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계좌조차 개설하지 못

중요한 축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

한국의 경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부문

이다. 많은 개도국이 소득의 절대적 부족으로 금융

도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을 겪었다. 양적 규모만을

부문이 발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놓고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

사실 금융부문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단계 초기에 정부가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금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고 정부 주도

융부문은 실물부문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지

하에 개발금융체제를 추진해 나갔지만, 책임경영

만, 개도국의 대부분은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제

체제의 부재와 금융감독의 공백이 컸다. 또한 정부

약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

개입하의 불완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

으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 금융부문으로 자금

에서 내 · 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

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게 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을 잘 알고 있다. 한

하여야 한다. 금융은 일종의 계약행위이므로 상호

국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금융부문을 순조롭게

신뢰의 구축과 엄격한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면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부문을

에서 법적 · 제도적 장치는 자금의 조성, 조달, 활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나친 의욕은

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편 금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지 않

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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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금융에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적 ·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금융접근성 제

욱 그러할 것이다.

고, 저축증대, 자본시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또

시하였다. 둘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는 한국의 경

금융부문의 성격도 다르며, 경제발전 전략에도 국

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려는 수원국의 요구가 강한

가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도국

분야이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개발금융, 수출

에 대한 금융 ODA도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

시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광범

대안을 제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한국형

수원국의 수요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수요가 기

ODA의 관점에서 금융부문 인적자본의 개발, 금융

본적인 금융접근성의 제고에 있는지, 정책금융의

감독체제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세부 실행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방

과제로 검토해 보았다.

에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원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총

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금융발전 단계별 맞춤형

10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행과제별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부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제시된 실행과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은 금융 ODA에

와 세부 추진과제들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정책

있어 이제 겨우 초보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 수요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편성될 수

금융부문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존 ODA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고 금

사례를 통해 구제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다

융 소외계층이 광범위한 빈국의 경우에는 빈곤퇴

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

치 차원에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실행과제가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금융 ODA 전략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육성과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수원국 자체의 발전

수출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단계별 수요도 중요한 동시에, 수원국이 한국이라

경우에는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관한 한국의 경

는 국가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

험을 전수하는 과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서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무엇

것이다.

인지 스스로 냉정히 따져보고, 또 수원국이 한국의

대개도국 ODA는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비교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제도적 · 기술적 지원과 자

하며,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

금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분된다. 제도적 · 기술적

이 되는 방향으로 ODA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금융인프라 구축, 금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금융 ODA 관련

융부문 개혁, 단계별 금융발전 계획 등 제도개선을

실행과제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자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펴보았다. 세 가지 주요 지원 분야는 금융시장의

금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금융 ODA의

육성, 정책금융의 활성화, 금융인프라의 구축이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다. 첫째, 금융시장의 육성은 ODA의 비교우위

금융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슈가 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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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규모 대비 효과를 발휘하

금융 ODA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아직 없고, 또 국

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가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 ODA 전략도 부재한 상태

하고 향후의 금융 ODA는 자문 · 연수 · 교육 사업

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들을 병

에만 치중하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각

렬적으로 나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

종 금융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마이크로금융, 개

안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개

발 및 수출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비록 적은 액수

별적으로 실시한 금융 ODA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의 지원일지라도 선택적으로 자금의 직접적 지원

분석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들

이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국 특성과 발전단계

원국 정부 및 해당 지역의 NGO와 협력하여 금융

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개발해 나갈

ODA 사업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전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별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실

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행과제들을 선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제도적 ·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의 금융발전 경험에 비추어 ODA 관련 실행과제에

조합하여 실천에 옮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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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오래 전부터 개도국

의 지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인구의

의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수요에 부응하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 농

다양한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업발전과 농촌개발을 통한 기아와 빈곤 해결은 매

나가고 있다.

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ODA를 통한 국제농업개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발 협력은 사업 규모와 추진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

개도국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

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

고 있으며, 최근 주요 원조 선진국들도 과거의 단

선 농림 · 수산업분야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성

순한 식량지원보다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증진과 농

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적 규모가 매

촌개발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우 작은 실정이다. 또한 무상원조성 국제농업협력

두고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초청연수, 세미나 개최 등

특히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성공적인 농촌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 협력

개발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업무의 추진 주체가 다양하고 체계적 조정기능이

성공사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협력이 활

미흡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

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가능성도

타난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농업분야 원조는 사업 추진기관의 분절화, 사업 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속가능성의 부족, 낮은 전문가 파견 비율, 개발도

걸맞게 개도국에 대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해

상국 정부의 협력 부족,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젝

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전략을 적극

트 위주의 사업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사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

회에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제고하기 위

국들에 대한 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한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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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이 가능하고 한국이 비

이 외에도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경험에서 빼놓

교우위가 있는 국제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비닐

을 수 없는 새마을운동 역시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

하우스 설치사업, 종자개량 및 토양비옥도 향상사

상황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업, 수출작물의 다양화 및 연구기술 개발사업, 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의 농

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

업과 농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공

생산자 조합의 결성 및 기능 활성화 사업 등을 들

적인 협력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

수 있다. 또한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보급

의 소득수준과 경제발전의 정도, 지역 및 인구적 특

체계 구축사업, 수확 후 관리 기술지원 사업, 마을

성, 농업과 농촌의 특성, 현지 기후나 물 관리 상황

단위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사업,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농

(Rice Processing Center)과 농산물 가공공장 등에

업개발 수요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추진

대한 사업 등도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판

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유

단된다. 축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우유 생산시설, 도

망 협력사업의 발굴과 함께, 실제 사업 추진의 경

축 및 정육시설, 유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우 현지화 적응 노력이 요구된다.

유망한 원조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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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그 자체로서 핵심적인 국제개발협력 영역

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 교육원조 예산도 소

이지만 다른 분야를 위한 발전동력이 될 수 있기 때

규모이고 교육 ODA 전문가도 없는 상태여서 주로

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개인의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

성장과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미칠 뿐만 아

한 상황에서 교육분야 ODA 사업의 현황과 문제에

니라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유아 사망률 감소, 지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ODA 규모만을 확대할 경우

속가능한 환경 발전 등’과 같은 개발협력의 주요 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개발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에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좌표라고 할 수 있는 새천년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육 ODA 현황과

개 발 목 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Goals)의 8대 목표에 교육목표가 두 개(보편적 초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

등교육의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나 포

여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다룬 선행연구 등에 대한

함되어 있다.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고, 세계은행, UNDP, 유네

이러한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코(UNESCO), ADB 등의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동안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

최신 자료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육

을 기울여왔다. 2010년에 OECD/DAC 가입 전후

ODA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 보고서

로 우리나라의 전체 ODA 규모가 확대되면서 교육

에서 제시하는 정책제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

분야 개발협력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서 교육 ODA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예산 규모의 확대가 교육 ODA의 효과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성 증가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

해서 각 장별로 다룬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원조 담당기관들이

같다. 제2장에서는 ‘교육과 국가발전’, ‘교육과 개발

KOICA, EDCF,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나뉘어

협력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져 있어 유 · 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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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국가발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

예를 들어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평균 교육연한은

론인 근대화 이론, 인간자본론 등을 살펴보았다. 두

9.7년인 데 비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이론 모두 국가발전 계획과 교육투자 전략을 긴밀

교육연한은 4.5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히 연계함으로써 단기간에 빈곤에서 벗어나 선진

분야 개발협력에서 권역별 교육수준의 차이를 고

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비교적 잘 설

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명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분야 개

제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의 교육분야 지원전략을

발협력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과정, 그리고 주요 유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정책 방

형과 전략 및 이슈 등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1990

향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분석 대상국으로는 미국,

년에 태국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좀티엔

일본, 호주, 독일을 선택하였다. 미국의 경우 우리

선언」이 채택되면서부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지

나라가 원조 경험이 적은 기초교육 지원 비율이 높

향하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

은 반면에, 호주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다른 공

후 교육분야 개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단기 프로

여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젝트 접근으로부터 중장기 프로그램 접근,

와 같이 대학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유학생 유치

SWAp(부문별) 접근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핵심

와 고등교육 ODA를 긴밀히 연계하여 왔고, 독일은

이슈인 ‘교육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독일기술협력공사(GTZ)를

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교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

육분야 개발협력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모니터링

다. 이와 같이 선진 공여국별로 교육분야 개발협력

과 성과평가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전략과 사업지원 체계를 조사한 후 국가간 비교 분

제3장에서는 세계은행, ADB, 유네스코에서 추진

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정책을

하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동향을 고찰한 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에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당면과제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현황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가장 많은 교육 지원을 제공

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하는 다자 개발협력기구로서 1962년 튀니지 중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분야 원조는 KOICA,

학교 설립 프로젝트를 필두로 교육차관을 지원하

EDCF,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NGO 등에 의해 이

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재까지 1,500개의 교육

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전체 원조의

프로젝트(총 69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ADB는

17.9%(3억 2,4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영

1970년대에 교육원조를 최초로 지원한 이래 2010

역별로는 고등교육(46.1%), 직업교육훈련(32.2%),

년까지 교육부문에 약 8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일반(17.1%), 기초교육(4.6%)의 순으로 지원

유네스코는 2015년까지 EFA(모든 이를 위한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 개발협력

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

사업의 비중은 큰 편이지만 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

으며, 이 사업을 위해 전체 예산의 45.5%(2012년)

방식, 교육사업 영역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다수 있다. 이에 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방식의 문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제점을 1) 사업 대상 지역 2) 개발협력 추진방식 3)

음에도 불구하고 OECD/DAC 통계에 따르면 여전

파트너십 구축 4) 개발협력 인프라 조성 5) 성과 관

히 지역별 · 국가별로 상당한 교육격차가 존재한다.

리 면에서 살펴보았고 교육사업 영역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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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협력사업(GPE)에

정보화 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 정부가 부담금을 공여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제6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업이다. 둘째, ‘고용 촉진 민관협력 직업교육훈련

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중

프로그램’은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현지

점 사업영역을 제시하였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직업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

목적으로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영, 인턴십 등의 면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개도

발전역량 증진’을 제시하였으며, 추진 방향으로 교

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육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향상, 책무성 강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개도국 장학

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

생 초청 프로그램’은 개도국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

로는 1) 교육개발협력의 대상 권역 및 영역의 전략

에서 수학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도국의 인재 양성

적 설정 2) 개발협력 추진방식의 효율화 3) 파트너

과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십 구축 4) 개발협력 인프라 조성 5) 성과관리 시스

이다. 넷째, ‘한-UNESCO IICBA 정보화 교원연수

템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추진전략별로 두세 개의

사업’은 유네스코 아프리카 국제역량강화기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추진 방향과 전략

(UNESCO IICBA: UNESCO International

을 토대로 교육영역별(초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Institute for Capacity Building in Africa)와

고등교육, 교육정보화)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

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개도국의 교원들과 행정

였다.

가들의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 개

제7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

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한-ADB

향과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실제로 적용해볼

교육 ODA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ADB와 협력하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국내 교육 ODA 사업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첫째, 제3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발전단

제8장에서는 제1~7장을 통해 제시된 주요 연구결

계에 따라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교육수

과를 요약하여 서술하고,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위

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둘째,

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교육원조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제안하
였다. 셋째,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
을 국가 발전수준에 맞추어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총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제
안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첫째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신탁기
금 사업은 선진공여국 및 다자 개발협력기구들이
EFA(모든 이를 위한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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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개발: ODA 정책 개선과제

정지원 · 오태현 · 송지혜 (2012. 12)
ISBN 978-89-322-2321-6 / A5 / 120면 / 7,000원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

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

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

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제이다.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

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

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

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

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

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한다.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

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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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

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

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

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

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

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

았다.

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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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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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정지원 · 강성진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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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방식의 경제발전

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지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

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

서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의 최종 지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는 지구

향점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정책의 관계를 검

온난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자

토한다. 또한 유사개념인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녹

국가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 최근

색성장 ODA’ 개념을 제시하고 OECD 개발원조위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재확인되고, 친

원회(DAC)이 발표하는 환경 ODA와 비교한다.

환경 경제성장 개념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지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

원을 위한 ODA 정책방향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

이라고 볼 수 있다.

녹색성장 ODA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

우리나라 역시 2008년 미래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

표 수립 둘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차

략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국

원에서 녹색성장 ODA 추진 셋째, 개발도상국과

제적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녹색성장정책은 경제 ·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의 공유 넷째, 녹

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

색성장 ODA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설립, 다섯째, 녹색성장 ODA 추진을 위한 인력양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발

성,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적 건전성을 동시

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

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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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12-08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곽성일 · 전혜린 · 김민희 (2012. 12)
ISBN 978-89-322-2323-0 / A5 / 148면 / 7,000원

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문헌이 매우 희소하여서 ODA 사업분야별로 비용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

편익분석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DA 사

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

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국내의 유사 공공투자

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

사업 사례로부터 비용과 편익 항목을 구분해내어

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ODA 사업에 대

ODA 사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

해 엄격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 사전에 경제성

가 규명한 비용과 편익 항목을 기존 ODA 사업 타

이 없는 사업을 걸러낼 수 있어서 ODA 사업을 효

당성 조사에서 수행되었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해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

보았다. 기존 타당성 조사가 수원국의 어려운 여건

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분야별로 포함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 말아야 할 편익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해야 할 편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편익

익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을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를 미리 검
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이전에 비용편익분석을
‘예비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입할 수 있다.
물론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ODA 사업의 특수성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
약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과 절차, 비용과
편익 항목, 그리고 기존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한편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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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이 웅 · 송영철 (2012. 12)
ISBN 978-89-322-2324-7 / A5 / 180면 / 7,000원

최근 한국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문제와 정부의 지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국가 중 최다 FDA 승

속적인 약가인하정책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인 제조시설을 보유하는 등 제약 산업이 타 산업에

있다. 특히 한 · 미, 한 · EU FTA 체결에 따른 의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국내 제약사들

인도는 대부분의 품목, 특히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의 수익성을 악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대한국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제약부문에 있

년 한 · 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저가의 인도 의약

어서는 꾸준히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의약품

품 국내 침투 가능성은 내수와 제네릭(generic: 복

(SIC 283: Drugs) 기준 2011년 약 8600만 달러의

제)의약품 위주의 우리 제약 산업에 위협이 될 수

대한국 무역흑자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분

있다.

야는 한 · 인도 CEPA 협상 당시 양허안 관련 한국

본 연구는 우리 제약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제약사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일 ·

중 인도 제약사의 국내시장 침투 가능성에 대한 우

인도 CEPA에서도 협정체결을 지연시켰던 가장

려에서 출발하였다. 인도 제약 산업은 2011년 판

큰 걸림돌 이었다.

매량 기준 세계 12위로 약 160억 달러의 규모이며,

본보고서는 인도경제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두 자리 수 이상의

는 제조업 중의 하나인 제약 산업을 평가, 분석하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경

고 한국 제약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

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에도

다. 본고는 인도 제약시장의 현황, 구조, 제도 등

불구하고 인도 제약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한 · 인도 제약시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제약시장과 비교 시 인도는

장을 비교 ·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 · 인도 제약

규모면에서 한국보다 작았으나 2009년을 기점으

산업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로 한국을 앞지르게 되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

한 본 연구는 인도 제약 산업의 강점인 저임금, 신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제네릭의약

속한 임상실험 피험자 충원, 고도의 숙련된 기술인

품에 있어서 생산량 기준 세계 시장의 약 20%를

력, 제약 산업에 유리한 법적 제도 등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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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복제의 용이함은 특허권 보호로 이어질

들에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제약사는 특허권 획득에

본보고서는 기존의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에 의한

따른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

방법 이외에도 무역관련 지수를 이용, 양국 간 제

초기의 제약 산업은 의약품의 연구개발에서 판매

약 산업을 비교 · 분석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

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기업이 수행하는 수직적

세철폐에 따른 한 · 인도 제약 산업의 수출입 변화

통합에 기반 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직적 분업으로

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 이외에도 본고

시장구조가 옮겨가는 추세이다. 여기서 수직적 분

는 양국 제약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정성

업이란 한 회사가 제약생산의 한 공정에 특화하는

적 방법으로 한 · 인도 제약 산업을 비교 · 분석 하

것인데, 예를 들면 임상시험대행기관(Contract

였다. 또한 본고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제약사와

Research Organization: CRO)이 있다.

인도 제약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제약시장의 수요는 타 산업에 비해 복잡하다 할 수

통해 우리 기업뿐만이 아닌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있는데 주요인은 가격 및 소비에 대한 결정이 다수

인도 제약사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과는 달

먼저 제 2장에서는 일반적인 제약 산업의 개요를

리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환자(소비자) 대신 약품을

정리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장은 의약품의 분류,

처방하므로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또한 정

제약시장의 구조, 관련 정부규제 등을 설명하였으

부나 보험사가 대량구매자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

며 다음으로 세계 제약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다. 수요는 타 산업에 비해 비탄력적 인데 이는 의

대해 기술 하였다.

료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사용량은 증가하고 동시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처방전 유무에 따라 전문의

에 소비자는 가격에 둔감해 지기 때문이다.

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또한 특허여부에

제약 산업에 있어서 정부규제는 타 산업에 비해 중

따라 신약과 제네릭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제조방법

요한데 이는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

및 성분에 의해 화악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지고 있기에 야기되는 비대칭성과 이에 따른 시장

나뉜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에 해당되는

실패의 가능성 때문이다. 또한 여타 제품과는 달리

제품을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여 일반 제네릭의약품

안전성과 효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외에

과 구분하는데 이는 제네릭의약품에는 필요 없는

도 제약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행사에 따른 공정

임상시험 포함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공

거래의 문제와 사고발생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완성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이유이다.

도에 따라 의약품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세계 제약시장은 2010년 기준 약 1조 달러(생산기

나뉜다.

준)로 추정되며 최근 5년(2007~11년)동안 연평균

제약 산업에 있어서 신약개발은 오랜 시간과 고비

약 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

용이 투입되며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는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들이 세계시장의

일단 신약이 개발되면 생산을 위한 한계비용은 고

7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이들의

정비용에 비해 매우 낮고, 신약개발자 이외에도 다

비중은 감소하고 중국을 위시한 BRICs 국가들의

른 주체가 쉽게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동일제품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비중

쉽게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고정비용, 개발의

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미국의 비중은 30%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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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이 약 12%의 비중으로

보면 세계 12위에 해당한다. 인도 제약시장은 원료

2위 국가이다. 2011년 세계 제약시장에서 인도의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이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비중은 1.5%로 12위에 위치하였으며 한국이 1.4%

있으며 수출지향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인도 제약

로 13위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 상위 100대 제약사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

의 분포를 보면 미국이 30개의 제약사를 보유, 가

하는 추세이며, 다국적 제약사들의 인도 제약사 인

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일본이 20개로 2위, 독

수합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인도정부는 의

일이 9개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약품에 대한 가격규제 범위를 필수의약품 리스트

만한 국가는 인도인데 상위 100대 제약사 중 4곳

를 기반으로 하여 348개로 정하고 있으며 원료의

이 인도제약사이다. 한국국적의 제약사는 아직까

약품을 제외한 제제에만 한정하고 있다. 가격규제

지 세계 상위 100대 제약기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

기준은 시장가(market based price)로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세계 제약시장은 꾸준히

최근 인도 제약시장에서의 두드러진 이슈로는 강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에 비해 높지는 않을

제실시권 시행과 제네릭의약품 무상지원 계획이

전망이다. 앞으로의 세계 제약시장 성장의 원동력

있다. 강제실시권은 TRIPS의 특허에 관한 예외조

은 제네릭의약품과 중국, 인도를 위시한 신흥국이

항을 적용하여 인도의 나트코 사가 독일 바이엘 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 항암치료제인 “Nexavar”를 생산판매 할 수 있

제 3장에서는 20세기 이후 인도 제약 산업의 역사,

게 되었다. Nexavar의 특허가 유효함에도 불구하

최근의 현황과 특성, 인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고 시행된 이번 조치로 다국적 제약사의 인도시장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의 인도 제약 산업은 선진국

에서의 손실이 예상된다. 올해(2012년) 7월 발표

의 다국적 기업이 수요의 80~90%를 차지하며 주

된 제네릭의약품 무상지원 계획은 현재 인도 전체

도하였으나 1970년 인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일

인구의 10% 정도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현실을

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특허법은 의약품에 대

감안하면 의료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

한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고 공정특허만 인정함

나, 2014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

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이

도 있다. 특히 인도정부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감

더라도 인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복제가 가능해 졌

안하면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은 좀 더 지켜봐야

으며, 이는 인도가 세계 제약시장에서의 입지를 다

할 것이다.

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인도의 특허법

제 4장은 한 · 인도 양국의 제약부문 수출입 패턴

은 인도의 WTO 가입에 따른 TRIPS 이행에 따라

을 살펴보았고 한 · 인도 CEPA의 제약 산업 양허

2005년 개정 되어 현재는 인도에서 물질특허가 인

안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일 · 인도 CEPA 양허안

정되고 있다.

과 비교 ·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 · 인도 CEPA 업

인도 제약시장은 2004~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그레이드 협상 시 제약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하지

하였다. 또한 양국 간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각종

만 GDP 대비 제약시장의 규모는 1%가 채 되지 않

무역관련 지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양국 제

는다. 이는 미국의 2.1%와 일본의 1.8%에 비해 매

약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정성적 비교도

우 낮은 규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의 세계 제

제시하였다.

약시장에서의 비중은 2010년 기준 1.4%로 순위로

한국의 대인도 제약부문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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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러에 다다른다. 한국은 주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

양국 산업 SWOT 분석 비교 시 공유하는 장점으로

며 대인도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소비시장과 제네릭의

이다. 한 · 인도 CEPA를 통해 2018년까지 한국은

약품 위주의 견고한 제조기반 등이 있다. 공통의

제약시장을 거의 완전히(1개 품목제외) 개방할 예

단점으로는 양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선진

정이며 인도 또한 상당한 개방폭(14개 품목 제외)

국 기준 미비한 특허법등이 있다. 한국과 차별되는

을 보일 예정이다. 한국은 HS 10단위 기준 429개

인도의 강점은 저비용의 영어가능 인력과 인구배

중 37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0년 CEPA 발효

당효과(demographic dividend effect)에 따른 미

와 동시에 즉시 철폐하였으나, 인도는 모든 품목에

래 시장 잠재력이 있고 한국만의 강점은 R&D에

대해 5~8년 유예를 하였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반을 둔 한국형 신약개발 능력과 정부의 바이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항생물질

의약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따라서 한국

원료와 같이 국내에서 다량 생산하는 품목들은 관

이 우위에 있는 신약과 바이오의약품등의 기술 집

세철폐를 8년 유예하였는데, 이는 국내 산업 보호

약적인 요소와 대외 경쟁력이 뛰어난 인도의 제조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기반을 활용, 개량신약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의약

한 · 인도와 일 · 인도 CEPA를 비교해 보면 일 ·

품을 합작 생산하여 미국과 유럽 및 한 · 인도 양국

인도가 한 · 인도에 비해 개방폭이 훨씬 높은 것으

시장을 공략한다면 서로에게 Win-Win의 결과를

로 나타났다. 특히 일 · 인도 양국 간에는 의약품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료독점권을 포함 내국인 대우가 보장되었다. 한

제6장은 인도 진출 한국 제약사와 한국진출 인도

· 인도 CEPA의 경우 제약부문이 협정문 제 13장

제약사, 한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인도 제약사

“양자 간 협력”에서 하나의 협력분야로 지정되었

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제약사의 인도 제약

으나, 일 · 인도의 경우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조항

사와의 제휴 및 협력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인도

(제 54조)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보다 면밀

제약사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우리 제약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양국 간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무역관련 경쟁 및

인도 제약사들은 한국시장에 관심은 있으나 근래

보안지수(총수출 대비 의약품 점유율, 무역특화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한국 내 유통망

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출특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이들의 한국시장 침투 가

화지수, 무역결합도지수)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제약사들

인도 제약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압도

이 대인도 협력 및 진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

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CEPA 시행에 따른 관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세철폐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양국이 Win-Win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저렴하고 품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한 · 인도 CEPA에 따

질이 우수한 인도의 원료의약품 발굴로 원가절감

른 양국 간 관세철폐는 양국의 의약품 총수입에는

을 통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는데 기여할 수 있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양국 간 교역량을

을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 제약사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EPA

들의 대인도 진출이라 하겠다. 국내 제약사들은

업그레이드 협상 시 관세철폐 스케줄을 앞당기는

인도제약시장에 진출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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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거의 1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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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인프라를 적극 활용 연구개발비를 절감할 뿐

형)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기준 제조시

만 아니라 인도내수시장을 공략 할 필요가 있다.

설 기반이 부족하고, 인도는 미국 다음으로 미국

예를 들면 인도는 세계에서 당뇨병환자가 가장 많

FDA 승인 제조공장이 많은 국가이나 높은 창의력

은 국가로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뚜렷함

과 기술을 요하는 신약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

으로, 우리 제약사들이 당뇨병 관련 고부가가치 의

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력과 창

약품 분야로 인도시장을 공략해 볼 여지가 있다.

의력, 인도의 선진국 수준의 제조기반을 적극 활용

인도시장 진출의 한 방편으로 우리 제약사의 단독

하여 한 · 인도 양국이 선진국 시장에 동반 진출할

진출 보다는 합작형태의 진출이 현 시점에서는 바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람직해 보인다. 현재 인도에 진출에 있는 L사 인도

한 · 인도 양국 간 제약 산업은 경쟁관계만이 아닌

법인의 판매망과 D사의 인도지사 R&D연구소를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코피티션(co-petition)의

연계한 협력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전략으로 서로 win-win 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모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은 현재 19개의 (한국

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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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오윤아 · 정재완 · 박나리 (2012. 12)
ISBN 978-89-322-2325-4 / A5 / 162면 / 7,000원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 · 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한 · 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

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

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

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

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

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

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

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

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

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

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

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

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

황과 개혁 · 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였다.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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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

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

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

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

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

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

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하다.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
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
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
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
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
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
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
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
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
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
(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
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
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
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
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158

2012년 KIEP 연구보고서 요약집

전략지역심층연구

12-03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장준영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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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

외교정책의 최우선 국가인 중국은 1960년대 문화

화와 발전 과정을 정권별로 분류하고, 각 정권에서

혁명의 영향권을 미얀마까지 확장함으로써 따라

나타난 외교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 목적

양국 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 틈을

이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혁

타 소련이 미얀마 진출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냉

개방의 원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과의 개

전 시기 미얀마를 둘러싼 강대국의 경쟁은 치열하

연성을 추출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교정책

게 전개되었다. 미얀마는 1971년 비동맹회담에서

의 노선과 그 방향을 토대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추

탈퇴하는 등 국제 질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측하는 데 이차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하면서 비동맹중립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

미얀마 외교정책을 정치인 개인 수준, 국가적 수

응했다.

준, 국가 간 수준 등 세 시각에 따라 진행되었다.

냉전 종식 직후 출범한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해

미얀마 외교정책의 기조는 비동맹중립노선으로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사상, 독립 이후 미얀마를 둘

히 했고, 1993년부터 경제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러싼 지정학적 상황 등 정치인 개인 수준과 국가

제재를 실시했다. 정권 유지를 최대 철학이자 목적

간 수준이 결정 요인이었다. 특히 불교, 인문주의,

으로 삼고 있는 신군부는 서방의 압력을 돌파하기

사회주의의 등 정치사상은 국가적 수준의 외교정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밀월 관계

책 요인을 흡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로 발전했다. 한편, 신군부는 비자유주의권 국가

냉전 종식 이전까지 미얀마는 동서 양 진영에 휘말

들과 복교 또는 수교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

리지 않으면서 국가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해 외

마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국가들과의 느슨한 연

부세계의 원조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편승 전략

대를 지향했다.

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미국, 소련, 중국 등 강대

외연을 확대한 외교 전략과 관계없이 미얀마의 대

국은 미얀마를 자국의 영향 하에 두기 위해 물적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1997년 ‘건설적 개입’

지원뿐만 아니라 이념까지 수출했다. 그중 미얀마

으로 미얀마를 가입시켰던 아세안도 2006년 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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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분

군부 통치로 인한 피로감과 정권 붕괴의 위기감은

열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얀마 문제가 국제적

미얀마 군부의 통치 형태를 변화시켰고, 종국에는

으로 공론화될 때마다 미얀마를 비호했고, 정치적

2011년 신정부의 출범 뒤 전례 없는 개혁개방으로

보은 차원에서 미얀마의 천연자원을 획득하여 자

이어졌다. 그중 편승과 고립을 반복하던 외교정책

국의 경제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정경분리의 원칙

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를 앞세운 헤징전략으

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이 주도한 미

로 변화했다. 이제 불확실한 지역 구도하에 미얀마

얀마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같은 해 8월 발생

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세력균형을 유지

한 샤프란혁명, 2008년 마웅에 당시 군사평의회

하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

부의장의 중국 방문 등은 중국에 대한 미얀마의 입

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개입을 강

장이 변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다시 말해 중국은

화하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중국은 미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미얀마를 지렛대로 활

마에 대한 현재의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미국

용했고,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

비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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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네 시 아 는 2011년 경 제 발 전 마 스 터 플 랜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

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

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

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

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

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

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

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

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

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

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

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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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

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

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

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

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

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

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
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
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
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
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
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
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
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
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
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
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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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이요한 (2012. 12)
ISBN 978-89-322-2327-8 / A5 / 120면 / 7,000원

본 연구는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

분야 내에서 다른 공여국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조

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인적자원개발에

하였다. 일본은 라오스 내 전략 지역을 설정하여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인적자원개발 사업 간

한국의 지원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교육 담당자 파견으로 인적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라오스의 인적자

자원개발 사업을 전담 관리하며, 고등교육 분야

원개발 ODA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지

HRD 개발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지원하였

HRD 수요, 즉 라오스 국가개발계획에 나타난

다. 호주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전략

HRD 전략을 살펴보고 현지에서의 HRD 수요 중

수립과 평가 · 점검을 위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시급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다. 또한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설정하였다. 라오스 HRD 원조 수요를 정확히 파

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장학

악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이외에 라오스 사회 및

생을 선발하였다.

경제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으며 라

한국은 지난 20년간 라오스에 대한 주요 원조국이

오스 사회 및 경제 통계와 인적자원개발 현황도 제

었으며 현재도 대(對)라오스 원조규모 또한 증가

시하였다. 현재 라오스 인적자원개발의 어려움인

추세이다. 원조 규모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

지역 · 민족 · 성별의 불균형과 라오스 정부 거버

원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기

넌스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존 사업들이 라오스의 빈약한 인적자원개발 인프

본 연구는 또한 라오스의 원조 공여기관인 주요

라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전략

국과 국제기구의 인적자원개발 ODA의 전략과 실

적 접근과 장기적 계획 없이 시행되어 그 효과에

행방안을 살펴보았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

한계를 보여왔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 속에서 원조

행은 HRD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간 연계성을 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전

조하였으며, 원조 지역에 대한 세부적 목표 및 구

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ODA는 첫째 지역, 분야, 지원 수단을 특정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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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에서 가장 낙후되

대한 원조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

고 교육 인프라에 소외된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하여 담당 어드바이저(Advisor)를 파견하고 상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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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

몽골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사

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회 · 경제적 진통을 경험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시

광물자원의 개발 현황 및 잠재력 평가에 그치고 있

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면서 2000년대 중반

다. 따라서 사실상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평균 약 9%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글로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

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실태와 애로

는 하였지만, 신속하게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1년

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에는 17.4%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이에 따라 최근 몽골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현저히

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현지에 진출

달라지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들은 몽

한 5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

골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

문조사와 현지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과의 심층인

으며, 몽골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

하고 있다. 이제는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

고자 하였다.

일본, 캐나다, 미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몽골에

이를 위해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과 목적을 규정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

몽골정부 역시 기존의 광물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연구방법과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명시하였다.

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

이어서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에

의 투자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진출을

서는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관하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고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하였다. 몽골의 주요 산

하지만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몽골경제

업은 광업, 농 · 목축업, 제조업(캐시미어 및 섬유

에 대한 연구는 국제기구의 통계 분석 위주의 보고

가공), 도소매업, 관광산업 등으로, 이 중 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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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약 20%, 산업총생산의 약 60%, 총수출의

있다.

약 80%를 차지하며 성장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원기반경제의

농 · 목축업은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

장점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발전 및 다변화, 물가

장 많은 종사자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아직

안정, 실업률 감소 및 빈곤 해결, 효율적 경제정책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몽골정

운용, 산업정책 수행 및 거시경제 관리 등이다. 몽

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보

골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국가

이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광업을 기반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

으로 한 경제성장의 효과, 즉 지출효과(spending

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착실히 수행

effect)에 따라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된다면 몽골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

몽골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정

로 예측된다.

부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공공부채규모도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에서는 몽골의 전반

감소되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와 공

적인 투자환경은 물론, 인프라환경, 노동환경, 법 ·

공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

제도적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몽골은

는 적자규모가 GDP의 5%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

국토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내륙국으로 교통

라인을 설정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정책입안

및 운송(철도, 도로, 항공), 전력, 통신, 통관 등의

자 재량으로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재정

인프라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중

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제정하는 등 재정

기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확장, 항공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 증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몽골은 새로운 금

기술 발전 등 제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융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 금

몽골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

융 전문인력의 부족,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적다는 점이다. 급속한 경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실업률은 비

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금융시장 선

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수요와 공

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금융시스

급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템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또한 여러 평가기

것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저임금으로 인해 많

관에 따르면 몽골의 실물경제 규모는 2016년까지

은 노동인구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금융

몽골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해 법 ·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왔다. 외국인투자

최근 몽골의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과

자들이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생산 및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

영업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및 두 국가의

여러 외국인투자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외국

경제상황 변동이 몽골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인투자자들에게 안정협정(Stability Agreement)

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불안정의 주요 요인 중

체결, 자유무역지대 설정, 토지 사용 허가, 낮은 관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몽골정부는 투자뿐

세율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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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투자 동기를 총체적으

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국

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의 현지 진출형태, 주요

가들의 투자 현황 및 전략과 이 국가들의 진출전략

업종, 현지 종업원 수, 매출액, 현지 영업 개시연

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은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

도, 진출 동기, 진출 시 유용정보 입수 출처 등과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내 광물자원

같은 기본정보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국간 철도 및 도로망이 상

르면,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요 업종은

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은 타 기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숙박 및 요식업 등

업과의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물

이며, 제조업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개발한 광산 및 광

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액 규모는 다양하

물가공공장과 관련 기반시설들을 중심으로 투자하

며, 주로 몽골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

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 달리

던 2000년대 말에 진출하였다.

몽골 · 러시아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방식인 합작투

다음으로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살펴

자를 선호하고 있다.

보기 위해 법인 설립 이전 과정 중 애로사항, 원부

일본의 투자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

자재 및 금융 조달 시 애로사항, 매출의 지역별 구

이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현

성, 현지 판매제품의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 내수

지 사정에 정통한 몽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

판매의 유통경로와 장애요인, 판매대금의 결제방

크를 줄이면서 제조업, 요식업, 정보통신 부문에

식, 임금수준 결정방식, 현지 임금상승속도, 고용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

인원의 평균 급여수준과 노동생산성 평가, 임금관

고 있다.

리 및 고용관리의 애로사항, 노사 갈등의 원인과

캐나다는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6위를 기

정도, 인사관리의 애로사항 등 현지 비즈니스 환경

록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광물자원 개발에만 집중

전반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 개시

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 기업들은 대규모

이전에는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투자 허가기관

자본이 요구되는 광업의 특성상 단독투자, 몽골

및 파트너의 잦은 행동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업과의 합작투자, 제3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현지의 제조업 미발달과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원부자재 및 물품과 운영자금을 주로 한국에서 조

2011년까지 총투자액 기준 8위를 차지한 미국도

달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

광물자원 개발에 대부분 투자해왔지만, 최근에는

는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품질

무역 및 요식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은 중급 이상이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확대하고 있다.

있다. 또한 현지 내수판매는 몽골의 열악한 유통망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및 물류망을 고려하여 직영매장 또는 현지 협력선

분석’에서는 한국의 투자 현황을 개관하고, 59개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저렴한 중

과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투자 동기, 현지 경영의

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가격불리 등이었다. 임금

문제점 및 애로사항, 경영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리와 고용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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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승률과 이직률로 기업 대표들은 심층인터뷰에

트산업, 인프라 개발, 농 · 축산업, 관광, 금융업,

서 현지에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또는 숙련공을

제조업 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유망하여

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현지 비즈니스 환

이를 위해 정부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인프라부문이 가장 열

정보 제공,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지 영사서비스

악하며, 원자재 · 부품 조달, 고용 및 인사관리에

강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현지 인적 네트워

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노사 갈등 · 분규, 부

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세 환급 지연, 현지 행정당국의 경영 간섭 등은

결론적으로 몽골의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확대 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망, 그리고 몽골정부의 경제 및 투자 관련 법 · 제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찾기 위해 최근 3년간

도 안정성 강화 노력, 대몽골 투자의 질적 제고 필

성과지표, 현지 사업 운영 방향 및 전략, 향후 주

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진출

력 제품의 수준 변경 계획,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확대 및 다변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장애요인, 비관세장벽의 강도, 한국 정부 및 공공

있다.

기관에 바라는 지원희망 서비스,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
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상유지 또
는 사업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
들은 향후 마케팅 강화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 주
력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험한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을 전반적
으로 살펴보면, 고용 및 임금, 세무와 관련된 어려
움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금융 및 외환, 투자 장벽
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다. 한국 정부 및 공공
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영사기
능 강화,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지원 등을 가
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정부에 대
한 건의사항은 비자 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물류부문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에서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재확
인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진출분야를 소
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현지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광업,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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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조영관 (2012. 12)
ISBN 978-89-322-2328-5 / A5 / 118면 / 7,000원

본 연구에서는 세계 국부펀드의 성장과 카자흐스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했고, 외국인투

탄의 국부펀드와 삼룩카지나 펀드, 아제르바이잔

자 유치를 통한 에너지 개발로 경제가 발전해 왔으

국부펀드의 설립과 발전과정, 운영에서의 특징 등

나 경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절대적으로

을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국부펀

좌우되어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드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대 말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축적된 자금이 필요하며

의 금융위기는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국부펀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수출국에서 국부펀드의 중요한 역할을 깨

둘째, 산업발전 전략을 위한 자금으로 국부펀드의

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금융위기는 에너지 수출

자금이 투자된다. 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를 운영

국의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지, 세계

하고 있는 두 국가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수출이 불안정하고, 에

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실시하

너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들 국가의 경제가 얼마

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있다. 또한 두 국가들은 각각 삼룩카지나 펀드와

또한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부펀드

아제르바이잔 투자기업을 운영하여 국부펀드의 지

가 외국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국내 실물 경제에도

원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국부펀드 운영이 향후

투자하고 있다.

국가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셋째, 대부분의 다른 국부펀드와 달리 두 국가의

을 파악할 수 있다.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성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국부펀드의 공통

를 거두는 것이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적인 역할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첫째, 금융 부문의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책으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

로 준비된다. 구소련 국가들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

지는 않은 것이다. 또한 두 국가의 국부펀드는 해

바이잔은 유사한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제

외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나 주로 선진국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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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에 투자하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자산 운용

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다.

을 하고 있다. 점차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나

셋째, 양국의 국부펀드는 투명성에서 차이를 나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국부펀드 운

이러한 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영에서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티아고 원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공통점으로는 자산 규모

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대체로 대통령을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롯한 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향후에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라는 것

있으며, 무엇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등이다. 또한 자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경

주요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발전했으며, WTO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에 가입하여 대외개방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의 투명도가 아제르바이잔

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몇 가지 점에서 다

보다 낮은 이유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 차이가 지적될 수 있다. 카자흐스

첫째, 산업발전 정책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이다.

탄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로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는 삼룩카지나 펀드에 대한

부터 강한 정치적 ·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 특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 다각화와 중소기업 발

히 카자흐스탄은 소련시기부터 러시아를 통해

전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삼룩카지나 펀드는 국영기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러

업의 발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아에 대해 매우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국부펀드가 직접 산

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독립 이후 러시아

업 발전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제르바

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서구의 지원

이잔 국부펀드는 아제르바이잔 투자회사를 설립하

으로 새로운 에너지 수송로 건설을 추진하여 이

여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시도하고 있으

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결국 아제르

나,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

바이잔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서구 국가들의 투

스탄의 삼룩카지나가 국영기업의 지분을 운영하고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

있는 것과 달리 아제르바이잔 투자회사는 설립 시

라 서구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국부펀드

에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

투명성 관련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에 적극적으로

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카자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흐스탄 경제보다 더욱 에너지 의존적이며, 다른 산

넷째, 국내 사회 · 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부문

업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국

둘째,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의 차이이다. 아제

민 IPO를 추진하며,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려고

르바이잔은 펀드 운영을 통해 외국에 투자하는 동

한다. 운영자금의 확보라는 국부펀드 경영의 문제

시에 국내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인프라 건설이나

해결과 함께 중산층의 확산을 통한 사회 · 경제적

사회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

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제르바이잔의

흐스탄의 경우 국부펀드는 국내 인프라에는 직접

국부펀드는 아르메니아와의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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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국부펀드에 대한 대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감사

다섯째,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차이이다. 카자흐스

위원회를 비롯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갖추어져 있

탄은 중앙은행에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독자적인 정부 기구로서

할 가능성이 카자흐스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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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

한편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은 아직 녹색성장정

색성장정책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

책으로 명명한 뚜렷한 경제성장정책을 가지고 있

에 적합하며 개발도상국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지 않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정책인 산

있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많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다변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기회가 많고 녹색기술이

녹색경제(녹색성장)의 도입을 경제성장의 기본방

발달해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에 유리하다는 견해

향으로 설정했다는 것과 산업다변화 정책에 녹색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

성장정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인 ‘산업

다. 이 국가들의 핵심 목표는 에너지자원 수출로

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에는

축적한 부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요소인 에너지 효율화 정책

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인데 녹색성장산업이 그러

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

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히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통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

녹색성장정책은 WTO 체제하에서도 시행이 가능

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

한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개발

다변화 정책이 본격적인 녹색성장정책이 아닌 까

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닭에 일반적인 산업다변화를 위한 정책요소를 더

감축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국가에 적합한

많이 포함하고 있고 녹색성장을 위한 연관 산업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이를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은 충분치 않다. 또한 인프라 개발계획

육성기회로 삼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

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육성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녹

않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녹색성장정책을 강화

색성장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기본적인 인프라(전력

하려면 에너지 효율화 산업 외에도 녹색성장산업

망 등) 구축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

과 관련된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녹

업육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색성장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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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반도체산업, 태양광 산업, IT 산업 등)을 함께

업 현황과 산업다변화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녹색성장정책을 통한

약 및 효율화 부문과 풍력산업부문, 전력망부문(스

경제적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

마트 그리드)에서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며, 이를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녹색성장부문에서 경제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의

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 산업간 협

사례를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협력정

력이 긴요하다. 먼저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책의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서는 사업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카자흐스탄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새로운 녹색시장의 발

러시아 · CIS 지역의 녹색성장 협력정책을 추진하

굴을 위해 녹색성장의 여건이 갖추어진 개발도상

기 위한 중점협력국가로 활용하되 카자흐스탄 정

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로 효과적인 녹색성

부 자체의 녹색성장 외교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장산업 협력분야를 찾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력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녹색성장 협력사업과 연

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협

계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이 추진

력정책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하고 있는 산업다변화 정책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되 경제발전경

한 국가프로그램 2010~ 2014’이 녹색성장 정책요

험 공유사업과 연계하여 녹색성장 협력정책의 효

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추진주체

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산

인 산업신기술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업 육성에 효과적인 WTO 체제 구축을 위해 개발

유럽과 같이 이 프로그램의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도상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서 최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녹색차관 지원

장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과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연계, 녹색기술인력

와 에너지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의 경제협력을

양성 및 연구개발에 협력하고 WTO 체제하에서 녹

에너지자원 개발부문에서 녹색성장산업부문으로

색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허용보조금’ 제도를 부

확대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심화를 추진

활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간 협력으로는 먼저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유
망산업이자 우리나라가 육성하려는 녹색성장산업
인 풍력산업, LED 산업, 스마트 그리드 산업 부문
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
탄 정부 주도의 녹색시장 참여를 위해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카자흐스탄 기업과 합
작기업을 설립하고, 카자흐스탄을 러시아 · CIS지
역 녹색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처 및 수출기지로
육성하는 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각 녹
색성장 유망 산업의 연관 산업(조선산업, 소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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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C(Central Asia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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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에 접하지 않은 내륙에

강대국이 내륙국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

성이 높기 때문이다.

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시기에는 러시

무엇보다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

아,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크게 의존하

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는 경제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향후 당분간도 이

는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

러한 점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애가 되고 있다.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상품

이처럼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의 강

교역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를 통해야 한다. 또한

력한 세력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중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석유

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

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서도

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간의 정치적 ·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의 공

협력 없이는 내륙국가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

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건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실

설과정이 필요한 송유관,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공업국가들로서 경제

지역 경제 · 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다.

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이러한 지역협력체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인프라 시설이나 에너지 수송로에 투자할 여력이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내륙국의 지리 · 경제적 문

아시아 협력기구(CACO: the Central Asian

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공동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내륙국들은 이웃에 위

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치한 강대국들에 정치 · 경제적으로 예속당할 가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능성이 있다. 인접한 강대국을 통해 대부분의 대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

외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다. 이 협력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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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기 때문이지만 조금씩 다른 차이점도 가지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에는 구소련 국가들로서 소련의 해체 이후, 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협력체 가운데

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부족하여 매우 노후한 상황이다. 소련 구성 국가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연구

는 아니지만 몽골도 유사한 상황이다. 또한 아프

하였다. CAREC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

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개발

력 기구들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이 전망이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의 분쟁으로 인

확대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CAREC은 10개

하여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되지 못하였다.

가입국과 6개 다자기구로 구성된 광범위한 조직

CAREC은 국제기구인 ADB가 중심이 되어 설립

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하였고,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국가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협의하는 과정을 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친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추진 중인 다른 지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가입해 있다. 6개 국제기

역협력체와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CAREC

구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

은 경제통합보다 지역협력 추진을 내세워 기존의

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

역내 기구인 EurAsEC이나 SCO와 대결구도를

(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등

형성하지도 않는다.

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구들 가운데 ADB가

CAREC 프로젝트가 중앙아시아의 운송, 에너지,

CAREC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CAREC이 추

무역원활화 등에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

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2001년 6개의 프로젝트

다. CAREC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평가하면 운송

약 2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누적 규모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CAREC 프로젝

로 100여 개 프로젝트 1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트는 교통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다. 투자 누적

크게 발전하여 왔다.

규모로 살펴보면, 누적액 약 170억 달러 중에서

이처럼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CAREC

운송 부문이 약 120억 달러, 에너지 부문이 약 32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 기구가 실

억 달러, 무역원활화 부문이 22억 달러이다. 이처

질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

럼 CAREC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실질적

는지, 개별 국가들의 경제 · 사회 발전에 영향을

인 성과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제도적, 행정적 문

주고 있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제들이 개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CAREC의 중점 사업 부문은 크게 운송 인프라,

CAREC이 계획하는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경제생

에너지 인프라, 무역원활화 등 세 분야이다. 그

활 환경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CAREC의 성

이유는 무엇보다 참여국가들이 이 부문이 취약하

과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각국들 간

며,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통해 국가발전과 중

의 실무급, 중간급 관료와 장관들의 회의가 정기

앙아시아와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

적으로 개최되어, 각국이 공통의 혹은 서로 다른

기 때문이다. 참여국들이 이처럼 인프라가 취약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된

한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신흥개발국

것이다. 물론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논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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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어떤 강력한 국가가 주도

CAREC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

하지 않는 CAREC 사업 내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후 에너지 부문에서는 송전망 건설이나 신재생에

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

너지,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대한 참여가 유망하

로 예상된다.

며, 무역원활화 부문에서는 한국의 ODA와 연결하

한국의 CAREC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 기

여 참여하거나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형

업들은 이미 도로 건설과 감리 등의 부문에서

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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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중국 · 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백준기 · 김재관 · 이남주 · 박상남 (2012. 12)
ISBN 978-89-322-1416-0 / A5 / 292면 / 10,000원

러시아 · 중국 · 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

하기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

본고는 중 · 러 관계의 확대 강화라는 후원 속에 어

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

떻게 러 · 중 · 인(RIC)란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적

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

삼각축이 세력균형을 노린 다극체제를 형성할 수

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에 친화적인

전반적으로 볼 때, 탈냉전기 중 · 러 협력 요인은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

가령 중 · 러 국경분쟁의 해소, 이른바 ‘3대 악’(국

이 현실화되었다.

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

2006년 이래로 러 · 중 · 인 삼국은 상호 간에 ‘국

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

가의 해’ 선포를 통해 양자 간 정치 경제적 협력뿐

진, 반미 · 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앙땅뜨 체제’로 해석될 수

건설과 추진 등이다. 반면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발

있는 ‘러 · 중 · 인 삼각체제’는 ‘정치동맹’ 또는 ‘유

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은 첫째, 미국의 개입요인

사동맹’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

과 G2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

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

중 · 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다.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 이후 최근까지 갈등과

최근 중 · 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 중 · 러 관계의 간단한 역사를

경쟁이 공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탈냉전기

아는 한, RIC란 전략적 삼각협력체를 수립하는 과

중 · 러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협력요

정에서 중 · 러 양국은 상해협력기구 정식회원국들

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상관자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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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

영토분쟁과 에너지 및 자원문제, 그리고 남아시아

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异)에

에서의 세력권 설정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에 대

근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최소

한 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러시아를 ‘전략

화시키면서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적 접착제’로 하여, 중 · 인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

결국 2011년에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재관여’ 및

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 · 인 간의 갈등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전 전

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 · 인 관

략’(Pivot to Asia)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형

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장차 중 · 러 양국이 서로

러 · 중 · 인 삼각체제 형성에서 중 · 러 관계를 ‘강

갈등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

한 고리’, 중 · 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이다.

러 · 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으로 비유할 수 있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동

다. 삼각체제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중 · 러

시에 지니고 있다. 협력요인은 군사 및 과학기술협

관계에 비해 러 · 인 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사활

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과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

대한 공동협력 요인으로 대별된다. 인도가 육군의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군사장비의 약 60%를, 해군 전함의 70%, 공군의

삼각체제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투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각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 · 인 관계를 보완하고

양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있는 러 · 인 관계는 삼각체제의 구조적 진화에 촉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

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분쟁이 러시아의 국가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일극체제’를 부정적

및 영토통합성 유지와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으로 평가하여 ‘다극체제’의 형성에 동의하였다.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전

분리주의 운동 등이 국가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

략적 포위가 심화되는 한,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와 인도 간의 갈등요인으로는 ‘미국’과 ‘중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러시아를 더 강한

국’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글로벌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를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분

통해 중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러 · 인 관계를 한 변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는 ‘러 · 중 ·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 대륙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 · 일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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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

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협력동반자

다. 러 · 중 · 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 · 중 ·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러 간의 양자 간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

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 · 미동맹을 통해 ‘해

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

양삼각동맹체제’에 연계되어 있는 한국은 이러한

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

갈등구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

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 · 인 관계가 긍

의 최소화—, 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

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헬싱

도 한다.

키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 모델 중 하

중 · 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나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

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

표로 한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 프

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 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로세스’가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경선의 ‘현상’ 인정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영토분쟁에 러 · 중 · 인 삼국은 이해당사자로서 깊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

이 개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동아

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

시아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는

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 · 중 · 인 삼각체제가 동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의 영향력이 중첩되

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는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 무역마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있다.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 · 인 관계의 미래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사이

중 · 인 관계는 러 · 중 · 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할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 · 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 · 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

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 · 중

력관계. 우호적 협력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전략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

적 대립관계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

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과 국경분쟁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

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양국이

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다시 냉전시기의 전략적 대립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는 1962년 중인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 · 인

도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현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당분간 우호적

중 · 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

협력이나 경쟁적 협력 사이에서 동요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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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협력관계를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

발전시키고자 하나 민간 차원에서는 상호불신이

진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우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월적 지위유지’, ‘중국-실리속의 점진적 세력 확

중 · 인 사이에 경쟁적 협력관계가 출현할 경우에

장’, ‘인도-단기 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

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

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

렵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

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하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의 협력이나 중국과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약화를 경험하

러시아의 협력만으로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촉

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된 2008년 그

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 · 인 관계가 우

루지야 전쟁 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

호적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정

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후퇴하는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

현상이 확연해졌다. 또한 그루지야 전쟁은 SCO

이다. 현재 삼각협력체제는 협력의 영역(경제, 사

또는 삼각체제 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

회, 문화, 정치 등)이나 수준(정부, 민간 등) 모두

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

비교적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제와 비교할 때 격차

한 군사 · 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

가 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인구규모나 향후

아시아, SCO, 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중 · 인협력은 전략적 의미

위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붕괴 이후

를 갖는 수준으로 삼각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중앙아시아에서는

을 것이다.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

삼각협력체제가 러 · 중 · 인 사이의 전략적 대화

로 SCO를 기반으로 한 · 중 · 러 연대 또는 삼각

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국 사

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이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발전되어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

다면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

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

이다. 도전적 요소는 국제질서의 다원화가 촉진되

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

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지, 외교 · 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

하는 것,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

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

을 위협하고 에너지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가

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

능성이 높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회적 요소로는

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

중국의 부상을 다자협력의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

한국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되고 있는 삼각체제 또는 러 · 중 연대와의 관계

있다.

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도 협력을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유지하려 하고 있다.

협력은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물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협력은 대외정책에 대한

론 유라시아대륙 차원에서도 삼각체제와 SCO의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독자적인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대외정책을 수립,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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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다자협력체는 약소국가들에 군사 · 안보

등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적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중앙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 볼 수 있는 실

아시아의 경험은 강대국과 약소국가 관계에서는

험무대였으며, 특정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과도해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지는 것을 방지하는 세력균형의 역할도 담당하였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 · 관리하는 데도 긍정

다. 또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삼각체제와

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CO의 활

의 다자 협력은 신생국들에 보다 안정된 대외환경

동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이후 회원국 간의 영토

속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체제이행을 수행할 수 있

분쟁이나 충돌이 억제된 점이 있다. 물론 색깔혁

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삼각체제

명, 안디잔 사태 등의 정치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와의 관계는 신생국들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정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

립, 주권 존중, 공동안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경

지 국가 간 갈등은 아니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제성장, 역내분쟁 또는 갈등의 조정 등 긍정적인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는 6자회담,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한 긴장완화,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

다양한 갈등요소에 직면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

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주변강대국이

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81

전략지역심층연구

S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전략지역심층연구

연구보고서 12-34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장용규 · 황규득 · 설병수 · 강경화 · 베 텔 (2012. 12)
ISBN 978-89-322-1417-7 / A5 / 234면 / 10,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17세기 중반 남아공에서 아프리

토지 관계는 마을 공동체와 집안 내부의 권력관계

카인과 백인 정착민이 접촉한 이래 뜨거운 쟁점이

를 내포하고 있다.

되어온 토지 문제의 복잡성과 함의를 역사적 · 사

식민지 시기 이전의 남아공에서 반투인은 대체로

회경제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수렵-채집, 목축, 농경-목축 혼합 경제를 통해 삶

하에 먼저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

을 영위했다. 그 당시 토지 보유 체계는 공동체 구

행을 살펴보았다. 둘째,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성원들에게 토지를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보유 체계 및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인 정착민의

합리적인 접근권을 허용했다. 상이한 생계 방식을

토지 수탈 과정을 고찰하였다. 셋째, 아파르트헤

가진 집단들 간에는 인적 · 물적 교류도 빈번했다.

이트 시대의 여러 부정적 측면을 토지 관련 정책의

그러나 유럽인이 남아공에 도래한 이후 토착적 토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파르트헤이

지 보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트 정책이 폐지된 뒤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주도하

17세기 이후 남아공은 소수의 백인 정착민과 영국

는 흑인 정권이 들어선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국주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며, 이들이 기

의 남아공 토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획하고 추진한 토지 정책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

토지에 대한 남아공 반투인의 태도는 오랜 역사와

이 끌려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은 소수

사회관계를 통해 몸속에 각인되어 온 DNA와 같은

의 백인 정착민에 의한 토지 강탈의 역사를 경험했

것이다. 반투인의 토지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족, 친

으며, 자신들이 대대로 경작해 왔던 농지의 대부분

족,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층위의 사회 집단과 구

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듯 토지와 관련된 남아공

성원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를 통해 굳어져왔다. 남

의 역사는 백인 정착민에 의한 지배와 착취로 얼룩

아공의 토지는 관습적으로 ‘다중의 보유권’이라는

져 있다. 이것은 남아공 토지 문제의 중심에는 식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특정 토지의 ‘법적’ 보유

민지 정복과 토지 강탈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두 명 이상이 보유권을 갖고

의미한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공 반투 사회의

네덜란드계 백인 정착민인 아프리카너 집단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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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 소득의 맥락에서, 그들은 천연자원을 통해

지의 사적 보유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관

식량, 주거지 및 소득의 원천을 확보하고, 소규모

습에 기초한 반투 사회의 토지에 대한 인식과 충돌

농업이나 텃밭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한 원천이

하면서 반투인과 토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

가난한 농촌 사람들의 생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시켰다. 그러한 변화는 대개의 남아공 농민들에게

긴요하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 아파르트헤이트

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

정책은 남아공 반투인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미한다. 토지 및 천연자원과 관련된 토지 보유 문

독소 조항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제는 탈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공이 직면한

남아공 반투인은 자신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에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서 쫓겨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지정한 보호구

다른 한편, 때때로 잠재적이기도 하던 토지 개혁이

역(Bantustan)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

현재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과 남아공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전체 인구의

국가적 논쟁에서 토지 개혁은 항상 정서적이고 상

15% 안팎이었던 백인 정착민이 차지하는 기형적

징적인 측면을 지닌다. 유사한 맥락에서 토착적 토

토지 점유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남아공 토

지 체계를 보존하려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주창자

지 문제의 출발점이고, 현재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

들은 이 체계가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로 남아 있다.

본질적으로 생태학적 ·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

1990년대 초반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후 남아

장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 정책을 숙고하는 과

공은 시장 주도적인 토지 개혁 프로그램들을 가동

정에서 토착적 토지 체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뿐

시켜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주 야심적이며 적절

만 아니라 문화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총체적으로

부는 그 체계가 생계 목적을 위해 농민들에게 충분

왜곡된 토지 분배 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빈

한 토지 접근권을 실제로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곤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경제

한다. 게다가 어떤 미래의 정부 정책은 해당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토지 보유 형

체와 개인에게 선택의 융통성과 자유를 보호해야

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르트

한다.

헤이트 종식 이후에 등장한 여러 정부들은 남아공

이러한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남아공에서 토

전통 토지 체계의 유산을 장려하거나 보호하려는

지 개혁의 주된 목적은 토지 권리의 공정하고 정당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

한 변화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남아공 사

려움에 직면해왔다. 하나의 결과로서 아파르트헤

람들, 특히 여전히 대부분의 거대 농장을 보유하고

이트 종식 이후의 토지 개혁 정책들은 실패, 양면

있는 아프리카너와 관행에 따른 소규모 농업에 의

성, 모호함, 딜레마, 모순 등의 단어로 특징지어진다.

존해야 하는 반투인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

이러한 현상은 남아공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형

다는 점이다. ‘자발적 구매자와 자발적 판매자’의

성된 사회질서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

원리하에 시행된 정부 정책은 자유 시장의 원칙에

준다.

입각해, 토지 문제를 토지 판매자와 토지 구매자의

토지에 기반한 생계는 농촌과 도시 주변의 많은 사

자유 의지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하

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

지만 아프리카너와 반투인 모두 농경지를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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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폈다. 그러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겨우

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

4%만이 이전되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업무가 처

적될 수 있다.

리되면 토지 분쟁이 해결되는 데는 60년이 걸릴 것

토지 개혁 문제는 남아공의 잠재적 분쟁 요인으로

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남아공 흑인의 인내심이 한

간주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토지를 강제로 몰수

계에 이르면 정치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언제

하지 않고 백인 농장주와 가격 협상을 벌여 원소유

나 존재한다.

주임을 주장하는 흑인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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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이진상 · 변 웅 (2012. 12)
ISBN 978-89-322-1418-4 / A5 / 172면 / 7,000원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아프리카의 뿔(The Horn

낮은 수준이며, 국민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

of Africa)’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사

고 있으나, 농업부문이 국민총생산에 기여하는 비

회경제개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 주변 국가

율은 불과 30%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생산성이

들의 정치 불안정과 부진한 경제성장은 이 지역의

낮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절대빈곤층이 가장 많이

생활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만들었

분포한 지역이며, 수많은 국제기구, 원조단체 등

으며, 2011년 초부터 에티오피아 남부, 케냐 남부

이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에도

및 소말리아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약 1,200만 명

유엔의 MDGs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의 인구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기도 하

는 지역이다. 낮은 소득수준과 정치 불안정, 정부

였다.

의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원조의 효과성이 다른 저

지정학적으로 에티오피아와 케냐가 ‘아프리카의

개발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뿔’ 주요국으로, 에티오피아에는 AU(African

에티오피아와 케냐 2개국은 사회개발 측면에서도

Union) 본부 및 아프리카 관련 국제기구 본부가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자보

있고, 케냐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건이 취약하고 유아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등 주요 국제

며, 영양결핍과 미숙아 출산이 빈번하다. 비위생

기구가 있다.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은 주변국

적인 식수공급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으며, 높은

의 정치 및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HIV/AIDS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제도교육에 대

예상한다.

한 열악한 재정투입으로 문맹률이 높으며, 이를

‘아프리카의 뿔’에서,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국토

해결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남한 면적의 5~10배)가 넓고 농사에 적합한 기후

인구증가율은 높고 대부분 농업에 크게 의존하여

이나,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기술과 사회개발

일자리 창출이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

수준이 낙후하여 식량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는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며, 높은 청년실업률은 심

한다. 이들 동부 아프리카 두 나라의 토지 활용은

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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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분야의 성장률이 낮아 늘어나는 노동력

제개발과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흡수가 어렵다.

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제 및 사회 개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현

이들 2개국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 풍부한 강수

황조사, 사회경제개발 계획 및 사회경제개발 역량

량 등 농업개발을 위한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

과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조 효과성

단된다. 또한, 학교 교육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을

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

개발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사회경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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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곽성일 · 전혜린 · 백석훈 (2012. 12)
ISBN 978-89-322-2330-8 / A5 / 156면 / 7,000원

중소기업의 육성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

관(MFIs)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

라 정부의 세원을 늘린다. 대다수 수원국은 세수가

아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액금융기

부족하여 사실상 공여국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

관을 한국이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지원한다.

고 있다. 수원국이 원조 의존성(aid dependency)에

에티오피아 소액금융기관 대다수가 지방 또는 중

빠져들면, 자립의지에 기반을 둔 성장과 발전을 이

앙정부 소유이므로, 한국 정부가 유·무상 자금을

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세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지원하여 소액금융기관의

확충은 개발도상국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

재정상태를 우선 개선한다. 재정문제를 해결한 소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

액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소규모 기업에 제공한

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중요하다.

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의 민간파트너가 소액금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

융기관에 전문성이나 기술을 공여한다. 소액금융

발협력 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

기관은 비금융서비스로 경영 상담이나 기술을 소

가를 분석했다.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

규모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는 한

는 장애요인을 ‘낮은 사회기반시설’과 ‘기업 관련

국의 민간파트너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을

정책 및 규제’, ‘금융 접근성 제약’, ‘정부주도의 기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기술

술지원 결여’로 요약하고, 이들 제약요인이 상호

이전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기업이 기술이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전을 해준 기업으로부터 원료나 장비를 도입할 확

서로 교합(interlocking)된 채 중소기업 발전을 가

률을 높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진출방

로막고 있는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

안으로도 기능한다.

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 접근성

둘째,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의 제약은 자본부족으로 결국 인적자본과 기술의 축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은 먼저 에티오피아

적을 가로막고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내 개발원조그룹인 DAG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장애요인의 원인이 되므로, 소액금융기

수원국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 한국 단독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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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기보다는 주요 공여국과 협의하여 적절

구상된 개별사업을 바탕으로 공여국 간 협의를 통

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효과

해 하나의 포괄적 프로그램을 수립한다면, 전방위

성 있는 지원 분야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적 원조프로그램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 원조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 공여국마다 비

설계된 프로그램은 서로 엉켜 있는 제약요인을 푸

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는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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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권기수 · 박미숙 · 이시은 (2012. 12)
ISBN 978-89-322-2331-5 / A5 / 186면 / 7,000원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브라질 지역 중에서 유망 투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

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

국기업의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

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투자진

다. 특히 이 장에서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현황

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 성과를 살펴보고 북동부지역의 투자진출 환경

이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에 대한 SWOT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의 북동부지역 진출

북동부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

확대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 나누어

체적으로 지리적 특성, 경제 · 산업 · 무역 구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으로 나누어 이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으로는 ① 투자 목

제3장에서는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노동

적별 진출 전략 ②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

및 인프라 환경, 시장 잠재력 등으로 나누어 북동

강화 ③ 투자진출 지역의 다각화 ④ 지역별 특성에

부지역의 투자 환경을 분석하였다.

맞는 맞춤형 진출전략 ⑤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

제4장에서는 외국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

한 진출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황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방안으로는 ① 북동부 지방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주요 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과 전략을

강화 ② 경제개발경험공유(KSP) 사업 확대 ③ 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

브라질 경제협력센터 설립 ④ 한국전용 산업단지

시하였다.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제5장에서는 주요 유망진출 분야를 도출하였다.
유망진출 산업은 북동부 지역개발계획, 성장촉진
계획(PAC-2), 2014월드컵 개최 계획 등 북동부지
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을 심
층 분석해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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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기현 · 박윤주 · 김영철 · 이상현 (2012. 12)
ISBN 978-89-322-1419-1 / A5 / 366면 / 12,000원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본 연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

구는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4개국이 분석 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형성과정은 단순

상이다. 이들 4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나라의

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각국 엘리트의 특

상황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징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식민지 권력

우리와의 관계와 국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의 강도, 독립 과정에서 토착 엘리트의 역할, 독립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4개국

이후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강력한 지방 엘리트

에서 나타난 엘리트 형성과정이나 특징이 다른 라

의 존재 여부, 지주 엘리트의 파워, 엘리트의 단일

틴아메리카 국가 엘리트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말

화 혹은 다원화 과정,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할 수는 없다. 라틴아메리카의 다양성과 주제의 중

여부 등등 각국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은 각국 엘리

요성을 고려할 때 차후 다른 국가 엘리트에 대한

트의 특징을 매우 다양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각국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엘리트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본 연구는 애초에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에 대한 새

중심으로 그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각국 엘

로운 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리트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본 연구의 방향은 엘리트 간의 통합과 갈등이 민주

시도했다.

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는 최근의

다음으로는 현재 각국 엘리트의 구조를 부문별로

엘리트 연구 동향과는 다르다. 그보다 실용적 차원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트의 역사적 형

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진출할 때 마주칠 수밖에

성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각 부문 엘

없는 그들 엘리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

리트가 가지는 파워의 크기도 다양하다. 예를 들

의 관계 형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어, 칠레와 페루에서는 경제 엘리트가 가장 강력하

것이 기본적 목적이다.

다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정치엘리트가 더 큰

각국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틀을 가진다.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 규모가 큰 멕시코

먼저 각국의 엘리트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엘리트의

와 브라질에서는 주지사 등 지방 엘리트가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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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인 경제, 정치, 군부 엘리트의 역학관계를 살

도인 리마와 산티아고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페루

펴보고, 그들 간의 통합과 분열을 통한 통치과정을

에서는 군부 엘리트가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구축

살펴본다. 엘리트가 보다 다원화된 브라질에서는

하고 있는 반면 혁명 이후 정치적 갈등을 제도화한

각 부문 엘리트 간의 힘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

멕시코의 군부는 파워엘리트에 들지 못한다. 한편

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그러한 역할 분배에 따

엘리트가 단일화되어 있는 칠레에서 언론엘리트는

른 통칙방식에 주목한다. 역시 엘리트가 다원화된

경제력, 정치력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 방향에 지대

멕시코에서도 다양한 부문의 엘리트들이 어떤 방

한 영향을 미치지만, 페루나 브라질에서 언론의 영

식을 통해 서로 통합함으로써 통치성을 확보해 왔

향력은 칠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종교엘

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리트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칠레와 페루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특

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멕

징을 역사적 형성과정과 현재의 구조를 종횡으로

시코와 브라질에서 그들의 역할은 미약하다.

분석함으로써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고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국가에서 특정 부문 엘리트

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들을 일률적으로 모두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국 엘리트 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

보다 넓게는 이 지역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여 국가별로 의미 있는 부문의 엘리트만을 선별해

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실용적 차원에서도 라틴

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

아메리카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고 할 때 이

트는 비록 그 파워의 수준은 다르지만 모든 나라에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 공통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외 군부엘리
트, 언론엘리트, 지방엘리트, 종교엘리트 등은 그
들이 각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어떤 국가
에서는 중요하게 다룬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언급
조차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다원적 엘리트론의 입장에서 사
회 모든 부문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기
능과 관련된 그들의 통합과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파워엘리트론의 입장에서
각국의 정책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
구이며,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각국 엘리트들
의 특징과 통치방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엘리트의
단일성이 특징인 칠레에서는 엘리트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충원방식, 엘리트 간의 연합을 통한
통치방식 등을 분석한다. 페루에서는 주요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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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이권형 · 손성현 (2012. 12)
ISBN 978-89-322-2332-2 / A5 / 118면 / 7,000원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

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이

아에 부합하는(shariah-compliant) 프로젝트 파

이슬람 금융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이낸스를 말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중동지역 건설프로젝

젝트 파이낸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

트의 수주 및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건설업체들과

구의 목적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및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동향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슬람 금융의 새로운 상품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

나 사례에 대한 연구, 세계 각국의 이슬람 금융 관

이다.

련 법률 및 제도, 샤리아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슬람 프로젝트 파

연구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연구센터(가칭)의 설립

이낸스의 정의 및 특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

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중

낸스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이슬람 금융의 구

심으로 단기 교육코스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조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이슬람 금융, 샤리아, 지역연구 등을 통합한 교육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

과정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개설함으로써 전문인

고, 실제 추진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이 현지 이슬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

람 금융을 활용하면서 경험, 지식 또는 전문인력

이낸스의 국가별 특징과 함께 주요 사례들의 이슬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국가적으로 지

람 금융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전

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내

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와는 달리 이슬람 프로

금융산업의 세계화 및 이슬람 자금의 확보 차원에

젝트 파이낸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

서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인프

험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동향, 사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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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정치 · 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이권형 · 박재은 · 박현도 (2012. 12)
ISBN 978-89-322-2333-9 / A5 / 136면 / 7,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정치 및 권력 구조 특성

그러나 이란의 정치 · 권력구조에 내재한 공화국체

과 주요 정치세력의 동향 및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제의 속성으로 4년마다 대통령과 의회를 국민의

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란의 고유한 정치 · 권력구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치세력들

조의 특성이 어떻게 현재 정치세력의 동향과 경제

이 각각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에 따라 서로 대립하

정책 방향에 투영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거나 연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정파간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

차별성을 주요 정치지도자 중심으로 서로 비교해

는 것이다.

보면, 1980년대 무사비 정부는 혁명 직후의 전시

이슬람 혁명 이후 새로 구축된 이슬람체제와 공화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통제경제를

국체제의 결합에 기반한 정치 · 권력구조는 정치세

강조했고 정치적으로도 이슬람 혁명정신을 강조하

력의 이합집산이나 집권세력의 경제정책에 결정적

는 이슬람주의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후 라프산자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정파간 분열과 연합이

니 정부는 전후의 경제재건사업을 추구해야 했고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대통령마다 새로운 정책

대외적으로도 서구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이 발표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슬람법학자 통치론에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전통적인 상인 엘리

따른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기 어렵고 이슬람

트 계층의 지지와 함께 산업자본가의 육성이 필요

혁명의 가치, 즉 이슬람법의 지배와 경제적 독립을

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우의 이념적 대립보

저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란 경제가 국제적

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강조하고 테크노크라트를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에서도

중용했다. 반면 하타미 정부는 경제보다는 정치

이란 정치 · 권력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제한되고 있

적 입장을 강조했다.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다. 또한 이슬람 혁명 이후 악화된 대미 관계가 여

견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정

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이란 국제제재

치개혁을 요구했다. 경제정책은 라프산자니 정부

가 강화된 상황은 이란의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을

의 실용주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외국인 직접투

더욱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의 더 많은 유치를 선호했다. 200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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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이전 하타미 정부의

러한 차별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민영

개혁노선에 반기를 들고 최고지도자의 지지를 받

화 및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아 이슬람원리주의를 표방하였다. 경제정책 면에서

보인다.

는 무사비 정부의 국가통제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란 정치 · 권력구조의 특수성과 경제정책

아니지만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의 불확실성은 이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

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였다.

내 기업들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향후에는 전 하타미 대통령과 현 아흐마디네자드

에는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강화로 물류, 판매대금

대통령 재임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최고지도

결제 등 여러 부문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자와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이란은 인구 규모가 7,500만 명 이상으로 중동지

있다. 이는 현재 이란의 정치시스템이 이슬람체제

역에서 최대 소비시장이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와 공화국체제의 공존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원이 풍부하여 건설 · 플랜트 시장의 잠재력도

이슬람체제가 공화국체제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매우 크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도 이러한 전략

있는 현실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위 및 권한을

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

과 경제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

련이 있다. 하타미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세력은

리나라도 이란 시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종합적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최고지도자와

으로 실시하여 향후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완화된

헌법수호위원회 등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

이후의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하고 정치적 자유가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도 개혁파
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
권과 경제정책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최고지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헌법수
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정치적 우려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주요 정파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는 각 정파의 지지기반이 서로 다
르기 때문이다. 아흐마디네자드는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기업부문이나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강
화하려는 반면, 하메네이 중심의 정파에서는 전통
적인 대(大)상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할 것이다. 개혁파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급적 기
반을 갖지 못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선진기술
이 필요한 민간부문의 산업자본가들이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면 보
다 강화된 지지기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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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이재호 · 박나리 (2012. 12)
ISBN 978-89-322-2334-6 / A5 / 114면 / 7,000원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

청 산하의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및

시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회의 개최 지원, 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즈니스 관광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서비스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요 MICE 산업 육성정책으로는 전략적 클러스터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

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 핵심산업 관련 기관

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

및 사업 파트너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컨벤션

비스업 중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

을 유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특

스 등의 산업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별히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를 집

싱가포르의 주요 성장동력인 금융, 물류 등의 전통

중적으로 유치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

적인 서비스산업이 MICE, 의료관광 등 신성장 융

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대형 복합 리조트인 리

복합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샌즈를 개장하여

싱가포르는 최근 국제회의 개최빈도가 급증하여

MICE 산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세 계 최 대 MICE 산 업 국 으 로 부 상 했 다 .

싱가포르 MICE 산업의 SWOT을 분석한 결과, 강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통

점으로는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MICE

계에 따르면 2011년 싱가포르는 국제회의 개최건

산업 육성의지 등이 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주변

수에서 총 9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국에 비해 높은 물가 수준, 전통적인 아시아의 이미

세계적인 MICE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

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미지 창

부 측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지원정책이 큰 역할

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기회 요소

을 하였다. MICE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로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과

기관 중 하나인 싱가포르 관광청은 BTMICE

중화권 잠재 고객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Business Travel + MICE) 부서를 설립하여 MICE

위협요소에는 MICE 관련 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비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광

용 증가와 주변국가들과의 경쟁 고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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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산업도 싱가포르의 주요 신성장동력으로

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회요소로 활용 가

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 싱가포

능하다. 그러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수준이

르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숫자는 20만 명에서

향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요감소와 주변국과의

2010년 73만 명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

경쟁심화 등 위협요소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에 힘입어 2012년 싱가포르 정부는 100만 명 의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

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여 30억 달러 지출액

과 같다. MICE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정부 및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청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부서 설립을 벤치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의 의료서비스 허브화’ 정

마킹할 수 있다. 한국의 관련 기관들은 일반적인

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정책은 7대 정책 조언을 주

홍보 및 편의 제공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구도하에

요 골자로 한다. 제1대 정책인 국가적 마케팅 계

기획은 물론 중장기 마케팅까지 기능을 확대해야

획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메디신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등과 같이

(SingaporeMedicine)이라는 고유브랜드를 구축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할

하고 통합기구를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입국서비

수 있을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구축하여 인

스를 간소화하고 국제화정책에 따라 국제 의료컨

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

공동마케팅체계의 국제화와 MICE 산업 클러스터

르 정부는 제2대 정책인 가격 및 의료규범에 대한

전략 및 다양한 관광상품 연계에 대한 시사점이 풍

투명성 제고와 제3대 정책 의료인력 양성정책에도

부하다. 의료관광산업의 경우 싱가포르메디신과

주력해왔다. 제5대 정책으로서 연구 육성 및 의료

같이 통합기구 구축이 절실하며 우수한 의료진 양

기반시설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 등도 추진해왔다.

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제한적인 영리

나아가 싱가포르의 주요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국

법인인 허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환자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

의료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세한 정보제공

으로 나서왔다. 영리병원인 글렌이글스(Glen Ea-

과 민관 공동 마케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gles)병원과 래플스(Raffles) 병원의 경우 공격적
인 마케팅을 통해 의료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결과,
강점으로는 영리병원의 마케팅 다각화와 싱가포르
메디신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등이 가장 대표적이
다. 반면에 의료서비스 가격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자체적인 우수 의료진 부족이 약점으로
손꼽힌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신흥국의 수
요와 이들 국가의 부유층 증가가 이 산업에 기회요
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오메디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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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민지영 · 강부균 (2012. 12)
ISBN 978-89-322-2335-3 / A5 / 162면 / 7,000원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는 흑해 연

였다. 우선, 조지아의 교통인프라 산업은 조지아

안에 위치해 있으며, 영토 6만 9,700㎢, 인구 447

가 역내 교통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장기

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조지아는 독립 직후 심각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11년

한 내전과 경제난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

10월에 발표된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

심을 얻지 못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에너지

략계획’에서도 조지아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운송 중간지

통과국(transi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인프

점인 조지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

라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항

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

구와 공항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해 투자 유치를

해 유럽연합(EU),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중동

확대하고 있으며, 도로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개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발은행 및 선진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도로망의

대한 진출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

연계와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

로 평가받고 있다. 조지아는 2003년 말 장미혁명

나 이와 같은 지리적인 요건과 정부의 적극적인

이후 세제 개편, 부패 척결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부분에 대한

행하면서 2004~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를 상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사업

회하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

금융위기와 러시아와의 5일 전쟁 등 이중고를 겪

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 투자 유치를

으며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계속해서 개혁 · 개방

확대하기 위해 양허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및

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지아는 최근 다시 빠른 성

법적 틀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장세를 이룩하고 있다.

조지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를 ‘디지털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 전망과 한국과의 협력

현대화(digital modernization)’하고자 한다. 이미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지아의 교통인프라와 정보

대통령령 및 ‘조지아 정부의 액션플랜 2004~09’

통신 산업을 꼽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

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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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조

한국은 조지아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지났지

지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가 산업 전반에 브로드

만 최근에 와서야 양국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

밴드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를 설치하고

전하기 시작했다.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이러한 혁신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정보통신기술

위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위의 산업부문에

발전수준 지표(ICT Development Index)를 30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

권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투

서 한국은 조지아의 지정학적 · 지경학적 중요성

자 및 법적 환경 정비, 도농간 디지털 격차(digital

을 인식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조지아

divide) 해소, IT 전문가 양성 등의 계획을 가지고

내에 한국대사관 설립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있다. 조지아의 경우 타 개도국에 비해서 고급인력

2012년 4월 양국의 상공회의소 간 체결된 MOU

및 높은 수준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를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하에 조지아 투자포럼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 지식

을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 등을 고

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조지아

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축제 및 행사를 조직하고, 나아가 ‘한국의 해’ 또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하에 산업정책을

는 ‘조지아의 해’를 정해 문화 및 민간 교류도 확

계획 및 채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물질적

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협력의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트프웨어 개발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을 위한 고급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인

또는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단순교

력 양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고

류뿐만 아니라 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이

려되어야 한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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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김진오 · 이시은 (2012. 12)
ISBN 978-89-322-1336-0 / A5 / 160면 / 7,000원

최근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차세대 신흥

생에너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

시장의 일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인

을 통해 협력 및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이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멕시코 경제의 거시경제

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개방 및

적 동향과 산업구조 및 국가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

개혁정책의 성과에 더하여 멕시코가 지닌 발전 잠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망산

재력, 거대국가로서 지닌 장점들, 그리고 빠르게

업인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개황,

진화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이러한 평가의

육성정책, 세부 부문별 현황, 외국인직접투자, 성

배경이 되고 있다.

장 잠재력 순으로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결론

멕시코는 중남미지역에서 일찍이 우리나라가 경제

을 대신하여 양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역 및 인프라건설시장에

안하였다.

대한 진출도 강화해 온 중요한 국가이다. 그리고 최

먼저 석유화학산업은 화학산업은 물론 멕시코가

근 양국은 중단된 FTA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

유망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전기전

는 등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

자산업, IT산업은 물론 섬유, 신발, 타이어 등 제

은 경제협력 상대국으로서 멕시코의 중요성과 최

조업 전반에 기초원료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으로

근 한국-멕시코 관계 변화 조짐을 감안할 때 멕시

중요성을 지닌다. 중남미지역에서 산유국이면서

코 산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

석유화학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가 멕

이라 할 수 있다. 즉, 멕시코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시코와 브라질 정도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위해서는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크다. 이러한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

할 필요성이 있다.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의 정책적 방향으로 양국 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회

출판한 바 있는 『멕시코 산업연구』의 후속편에 해

를 활용한 정상회의 개최, 산업협력사절단 등 대화

당하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협의체 개최, 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진출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석유화학산업과 신재

민간부문의 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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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를 중남미 석유화학시장의 거점화 전략, 중소

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

기업 중심의 투자진출, 고기술의 정밀화학부문 투

다. 이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자 진출, 석유화학플랜트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제

한 발전이 멕시코에서 주목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품에 특화된 수입시장 진출, 석유화학부문 기술협

풍력, 태양광 그리고 지열을 활용한 발전설비 확충

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편 멕시코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

멕시코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하여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위해 본 연구는 석유화학산업에서와 유사한 정부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

차원의 협력방향을, 민간차원에서는 자가발전사

여 의존성이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업 진출 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품공장 설

이 지니는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오지에 적절한

립, 발전프로젝트 수주, 멕시코 업체 및 기진출 외

전력공급서비스를 제공하며, 친환경적이면서 지

국기업과의 협력 등의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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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윤서영 · 박재은 (2012. 12)
ISBN 978-89-322-2337-7 / A5 / 140면 / 7,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요르단의 경제 현황 및 산업구조

요르단은 걸프지역과 북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를 살펴보고, 요르단 경제의 기간산업인 전력산업

요충지로 서부 중동지역의 물류중심지 역할을 수

과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심

행하고 있다. 최근 레반트 지역의 소득이 향상됨에

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별 전망과 한국기업의 진

따라 요르단을 통한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으

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이

로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는바 향후 전략적 거점

글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요르단의 경제 현황 및

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정책을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요르

요르단 전력산업의 핵심 목표는 안정적인 에너지

단의 전력산업과 의료산업을 정부 정책, 산업구조,

원 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여 비

시장동향, 주요 기업들의 활동, 시장전망 등을 중

산유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에 따

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해당

라 요르단 정부는 최근 풍력 · 태양광 등 신재생에

산업별 한국기업의 진출 방향 및 고려사항을 제시

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요르단

하였다.

은 세계 4위의 오일셰일 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우

요르단은 안정적인 정치 · 사회 분위기와 개방적인

라늄 매장량이 풍부하고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

대에 위치하여 오일셰일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레반트 지역에 진출하는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요르단 정부는 또한 재정 부

교두보가 되어왔다. 대외경제 개방도가 높은 요르

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자본 및 민간자본을 적극

단은 역내에서 유일하게 WTO 가입, 미국 · EU ·

적으로 유치하여 독립발전사업자를 유치하고 있

범아랍권과 FTA 체결, 대미(對美) 관세 및 쿼터 면

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 및 건설 업체들은 기존 독

제지구(QIZ: Qualifying Industrial Zone) 운영을

립발전사업자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하되 유

모두 이행하는 국가이다. 2011년에는 바레인, 카

동적인 중동지역 정세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

타르에 이어 역내에서 셋째로 자유로운 기업 경영

하여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평가받기도 했다. 또한

요르단 의료산업은 제약산업과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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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다. 제약산업은 요르단의 5대 수출산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 하

업 중 하나로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출이 수입

고 있다. 한편 요르단의 인구와 기대수명이 증가

보다 많은 흑자구조를 유지 중이다. 또한 우수한

함에 따라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수요도 증가세를

의료진 및 의료기관을 보유한 요르단은 저렴한 의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시공과 의료기기 배

료수가와 정치 ·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바탕

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의료기관 시공의 특성을 살

으로 2011년 외국인 환자 18만 명을 유치하여 7억

려 시공 분야에 진출할 뿐만 아니라 치과용 의료

5,000만 달러의 의료관광 수입을 기록하였다. 요

기자재의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르단 정부는 외국인 환자 입국 절차 개선, 보건부

할 것이다.

산하에 의료관광과 설치, 병원 개보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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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전혜린 · 장종문 (2012. 12)
ISBN 978-89-322-2338-4 / A5 / 132면 / 7,000원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석탄,

농업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또한 최근 가처분소득

알루미늄과 같은 광물자원과 대량의 천연가스가

증가에 따른 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농산품

매장되어 있는 자원부국이다. 2000년대 들어 대규

잠재 시장으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모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의한 외국인투자자금의

점을 들어 농업을 주요 분석대상 산업으로 선정하

유입 증가와 농수산업, 광업, 서비스업 등 여타 산

였다.

업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모잠비크는 연평균

한편, 모잠비크는 자국의 에너지수요를 충분히 충

7.7%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

초대형 가스전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어 대규모 프

으나 광대한 국토 면적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

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이 지속

기보급률은 13.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마

될 전망이다.

저도 수도인 마푸토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전기

본 연구는 모잠비크의 경제 동향 및 현황을 개괄하

사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모잠비크 전력생산

고 유망산업인 전력산업과 주요 산업인 농업을 심

은 대부분 수력발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

층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제시

히 잠베지강에 위치한 HCB Cahora Bassa 수력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잠비크는 풍부한 에너

전소에서 전체 전력수요의 90%를 충당하고 있다.

지 ·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 개발 잠재력이

모잠비크의 전체 에너지생산에서 천연가스가 차지

높다. 그러나 우리기업은 세계 주요 자원메이저에

하는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최근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력

모잠비크 북동부 해안지역에서 확인된 가스전의

이 부족하여 독자적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규모가 향후 모잠비크의 에너지원 구조를 변화시

이에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산업 가운데 모잠비크

킬 정도의 큰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수요가 가장 큰 전력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선

모잠비크 GDP의 23%, 수출총액의 15%, 전체 고

정하였다. 한편 모잠비크는 농경에 적합한 생태환

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은 국민의 식량안

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개간 가경지 면적이 넓어

보 및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이다.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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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모잠비크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급증함에 따

높지 않아 우리 기업의 진출사업 참여가 기대되는

라 식량 소비가 증가 · 다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분야이다.

있는데, 내수 활성화가 농업부문의 성장을 견인하

모잠비크의 농업부문은 우리 정부의 對모잠비크

는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 개발 협력 지침에 의해 선정된 주요 분야로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과 관련하여 최근 연이어 발

ODA 자금 한 · 아프리카 농업기술협력협의체 수

견된 대형 가스분지에서의 본격적인 천연가스 생

단 및 기관 활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고

산과 함께 가스화력 또는 복합화력 발전소의 건설

우리나라는 녹색혁명을 통해 쌀 생산량 및 생산성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력발전

증대에 성공한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모잠비

소 건설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들에게 모잠비크

크의 녹색혁명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

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모잠비크 정부는 자국

외농지개발의 거점으로 모잠비크 농지 이용을 고

내 송전망 확충사업뿐만 아니라 남부아프리카전력

려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농지개발을 주

풀(SAPP)에 기반한 주변국으로의 전력수출산업

도하고 국내 실수요업체와 연계를 통해 양국의 농

화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지속적인 송전망 확충사

산물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민관합동(Public

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

Private Partnership)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 볼

잠비크 내 현지 업체의 수가 부족하고 기술 수준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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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동남아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2)
ISBN 978-89-322-2339-1 / A5 / 470면 / 15,000원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

이 논문집에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

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

하는 경제, 정치, 역사,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

간되었습니다.

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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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2)
ISBN 978-89-322-2340-7 / A5 / 526면 / 20,000원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

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

제, 정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간되었습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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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II:
러시아 · 몽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2)
ISBN 978-89-322-2341-4 / A5 / 438면 / 15,000원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

이 논문집에는 러시아와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

경제, 정치, 역사, 사회에 대한 8편의 논문이 수록

간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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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2)
ISBN 978-89-322-2344-5 / A5 / 654면 / 20,000원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

이 논문집에는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

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

간되었습니다.

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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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김혁황 · 강준구 (2012. 5)
ISBN 978-89-322-2305-6 / A5 / 76면 / 5,000원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의 경제적 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

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를 구분해서 경

벽을 완화 · 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

라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질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고금액 기준 연간 약 120억

적인 측면을 강화한 투자유치제도를 만들어 나가

달러 전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UNCTAD

기 위해서는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의

에 따르면 GDP 대비 FDI Stock 비중이 전 세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FDI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치 잠재력에 비해 FDI 유치성과가 낮은 것으로

유치된 투자형태별 FD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경제적

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관

FDI 유치정책에 이론적 ·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

련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고, 나아가 향후 투자유치제도 개선에 있어 정책적

있으며, 특히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

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관

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제도에 있어 질적인 측면의

련 선행연구의 한계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

강화가 요구된다.

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형태별, 즉 Greenfield

1990년대 후반 이후 M&A형 FDI가 크게 증가하면

형 및 M&A형 FDI를 구분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서 전 세계의 FDI 확산을 주도하였는데, 이 형태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

의 FDI는 Greenfield형 FDI와 다른 방식으로 투

지고 있다.

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FDI

본 연구에서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

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내에 유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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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Greenfield형 FDI가 M&A형 FDI

및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때 전반적으로 Greenfield형 FDI의 파급효과가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M&A형 FDI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한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FDI의 산업 내 파급효과는 FDI 전체(모형 (1)),

Greenfield형 FDI를 유치하는 것이 M&A형 FDI

Greenfield형 FDI(모형 (2)), M&A형 FDI(모형

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예단해서는 곤란하

(3))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

다. 환언하면 FDI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파급효

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

과 외에도 여타 거시적 · 미시적 효과를 복합적으

비스 산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더 큰 산업 내 파급

로 유발시키는바, 투자형태별로 여타 효과를 실증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DI 산

적으로 검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업간 파급효과는 M&A형 FDI의 경우 전방 및 후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방 파급효과 모두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타 연구 주제에서

반면, Greenfield형 FDI는 상위 및 하위 산업의

투자형태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되며, 그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방 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이 개

급효과만 존재하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선되어야 한다.

후방 파급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산업의 생산
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이 지
속 ·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유형에 있어
서는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
도록 국내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인센티
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국내 FDI 유치정책에 대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유치된 FDI가 생산성,
특히 산업 내 생산성 파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내 산업의 생
산성 증대를 위해 Greenfield형 FDI를 보다 적극
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잔존해
있는 투자장벽을 철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
성 제고와 함께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Greenfield
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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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는 유의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있으며, 산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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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안덕근 (2012. 12)
ISBN 978-89-322-2342-1 / A5 / 122면 / 7,000원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더욱이 도하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

아직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국가 그룹에 전혀 참가

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세적으로 FTA

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

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

농산물보조금과 수산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추진되

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는 도하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기도 어려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운 상황이다. 비록 규범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의 입

WTO 체제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 연구가 심화되

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나 시장개방협

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

상에서는 반대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상당히 소

는데,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쟁점, 신규 회원국

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도하협상과정에서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수용 등

우리의 위상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도하협상의 종결 여부를 떠나서도 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차원에서도 무역의

한 기회로서 WTO 각료회의 유치가 중요한 계기가

역할과 기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성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를 계

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로 기존의 금융의제에 더하여 무역과 개발 등 한

GATT/WTO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국제사회의 논

제한적이었다. 사무국 운영에 실질적이고 핵심적

의로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WTO

따라서 개발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도하협상의 마

체제의 운영을 책임지는 주요 위원회나 기구 등에

무리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

서도 국가 위상에 비해 사실상 실적은 미진했다고

를 토대로 도하협상을 여하한 형식으로 종결할 수

볼 수 있다.

있도록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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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특히 2~3년간 전문관으로서 네트워

우리 정부의 WTO 정책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은

크와 활동을 기초로 관련 부문에서 명성, 경험과

WTO 내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것

역량을 축적한 후 WTO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이

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역국으로서 WTO의

제도적으로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현실적인 대안

기구 분담금을 157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이

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각 부처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역할

들이 WTO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책연구기관

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WTO에서

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전문 연구인력

의 역할을 단순히 관련 위원회나 기구에서 주요 요

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전

직을 한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맡고 있느냐라는 지

문관 직을 운용하기 위한 인재 풀(pool)에는 문제

표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WTO 운영상 중요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총장 · 차장 및 핵심 국장

또한 WTO 체제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

등 기구 내의 보직이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총장이나 사무

등 핵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장직에 진출한 한

차장 등 최고위급 요직 진출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국 출신 인사가 드문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 적절한 국제적 감각과 배경을 갖춘 인사를 장관

현재까지 한국 출신 인사들이 사무차장직을 포함

급 요직에 발탁하고 이 인사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하여 일부 사무국 요직에 진출한 바 있으나 기본적

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별 사례로 간주되며 정

경우 당분간 전문인력의 사무국 진출이 획기적으로

책적인 차원의 인력 양성과 인사 정책의 성과로 보

개선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정치적으로

기는 어렵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련 부문에서 필요

중요성이 높은 고위직 진출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한 자질 및 역량은 필요조건이나 이를 토대로 개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무역으로 괄목할 만

을 WTO 내 요직에 진출시키는 데는 정부 차원의

한 경제성장을 이룬 최적의 상징성을 가진 회원국

전략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구비하는 부분이나 실제 지

WTO 최고위급 진출에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원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상당한 효

끝으로 북한의 WTO 가입협상을 대비하여 이를 정

과를 보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재

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점들

양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제네바 대표부에 개방

북한의 WTO 가입협상 개시는 북한의 체제 개혁을

직으로 전문관 직을 개설하고 국내 학계 또는 국책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진정성

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들을 충원함으로써 전문성

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러나 실

을 토대로 WTO 위원회 활동이나 기구 운영에 한

제로 WTO 가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

WTO 가입작업반 구성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상

재 우수한 다수의 정부 공무원들이 제네바 대표부

당 수준 준비작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

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

협상 단계의 의제 구성이나 시장개방안 논의에서

문에 위원회 활동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남

이나 토론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북한 교역 및 경제관계와 안보상 특수성 등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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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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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에 부담이 되는 쟁

면화되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남북한 경제대화 의

점들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제로 제기하여 상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

시일 내에 기존 비시장경제국들의 가입협상 내용

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제 등을 검토하여

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

향후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시사점이 큰 사안들에

시아 및 CIS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한 WTO 체제

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대

수용은 체제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안

비방안을 근거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표

전한 정책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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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한 · 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이시영 · 김대영 · 전성희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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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 · 칠레 FTA를 필두로 한 · 싱가포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다

르, 한 · 아세안, 한 · EU, 그리고 최근의 한 · 미

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 · 중, 한 · 일 FTA에 대한

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 · 중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 · 일 FTA에 대한 논의

고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

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

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

서는 한 · 중 FTA와 한 · 일 FTA 각각에 대한 다

폐 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느 국가냐에

양한 이슈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설문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이

항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

슈들이 각 FTA 찬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지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소득

FTA 체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수준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개인 성향이

FTA 정책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중요하

어떻게 FTA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

다. 특히,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정

본다.

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FTA 정책은 일반적

한 · 중, 한 · 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

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피해산업이 발생하

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

기 때문에 국민들은 FTA 정책에 대하여 막연한 불

지 전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하여 설문을 수

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구체화된 대상

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연구진이 만들었고 업종

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별 인구비례 방식으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 기본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

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별로 심층분석

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 · 중, 한 · 일 FTA

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찬반 요인들을 보다 정밀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야 정책 추진 시

하게 분석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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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한 · 일 FTA보다 한 · 중 FTA에 대한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어려운 취업

국민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한 · 중 FTA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불확

경우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실업과 양극

실해진 상황에서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아마 20

화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으

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로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의 생활 수준

것이다. 반면, 세계화나 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

변화보다 소시오트로픽(sociotropic) 고려로 FTA

들은 FTA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 중, 한 · 일 FTA에

응하였다. 한 · 중 FTA의 피해산업인 농어업과 중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농어업과 실업 그

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리고 국민적 감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있어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국민들의 FTA에 대한 막연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반

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

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수준보

책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다 국가경제 전반에 초점을 두어 FTA 정책에 반대

한 · 중, 한 · 일 FTA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함의

하게 된다.

를 제시한다.

한 · 일 FTA의 경우 정서적 요인에 응답자들이 민
감하게 반응한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한 ·
중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 · 중 FTA
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 · 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
된 상태이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한 · 일 FTA에 대한
사안을 한 · 중 FTA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즉, 한 · 일 FTA를 판단할 때 한 · 중 FTA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 · 중 FTA나 한 · 일 FTA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
들은 연계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계적 사고란 FTA와 관련된 하나의 사안
(예를 들어 농어업)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
안에 대해서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
향을 지칭한다. 반면, FTA를 찬성하는 응답자들
은 초점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의 사안
에 초점을 두어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정책의 찬반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의 반대가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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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배찬권 · 금혜윤 · 김진오 (2012. 9)
ISBN 978-89-322-2306-3 / A5 / 98면 / 5,000원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에서

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 · 개방 정책은 수출과

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

였다.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

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

국시장과의 인접성에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와 빈약한 인프라,

료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방 연

그리고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계산업들은 쇠퇴하여 제조업 성장이 국내 부가가

비교열위 또한 존재하였다. 그 결과 NAFTA 이후

치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

멕시코 경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파

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 공급을 모두 흡수

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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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강대창 (2012. 10)
ISBN 978-89-322-2307-0 / A5 / 132면 / 7,000원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이슬람 계약 방식은 이슬람 은행 운영과 수쿡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

(sukuk)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 (1) 재

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

화거래 계약, (2) 자본조달 계약, (3) 금융중개 계

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

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거래 계약은 교

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물 부문의 경

제2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조

제적 거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자본조달 계약은

를 살펴보았다.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를 서술하

신용을 창출하고 확장하며, 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고, 이를 구현하는 이슬람 금융 방식과 구조를 분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금융중개 계약은

석하였다. 또한 금융중개 측면에서 이슬람 계약 방

재화거래 계약과 자본조달 계약을 효율적이고 투

식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이슬람 은행의 특

명하게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라바하(murabahah)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 측면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

에서는 신용거래를 위한 원가가산(cost-plus)의 특

슬람 금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징을 갖고 있고,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교역을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스티스나(istisna’)와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라(ijarah)는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둘 다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gharar)을 배제

자산근거부 자본조달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

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은

으나,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 이스티스나는 주문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

제작 판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자라는 임대(lease)

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

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무샤라카(musharakah)와

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

무다라바(mudarabah)는 자금조달 계약 방식에서

양하고 주식금융(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발전하여 이슬람 은행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주

방식으로 금융 체계를 운영한다.

요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금융중개 계약으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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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했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는 자본조달 계약

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로 기초

과 금융중개 측면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통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중개 계약 측면에서 무샤

대차대조표로부터 떼어져 특수목적기구의 대차대

라카는 공동출자 금융중개 계약이고 무다라바는

조표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자산은 자금 수

신탁 금융중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요자의 잠재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

(bankrupcy remote).

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

또한 수쿡을 채권, 주식,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을 바탕으로 한 신탁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채권(bond)은 기초

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

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 지급

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을 보장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인 반면, 수쿡은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발행되며 기초자산에 대한

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

소유지분권과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수익지분

에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권을 나타내는 증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을 갖고 있다. 주식과 수쿡 모두 직접금융 수단이

하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

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인 반면, 수쿡은 특정한 프로

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과의 변동성이 크지

젝트를 위한 특정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

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주식은 만기가 없이 영속적인 증권이

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지만, 수쿡은 만기가 정해진 증권이다. 수쿡은 기

제3장에서는 수쿡(sukuk)의 구조를 분석하고 쟁

초자산에 연계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점에서

점을 논의하였다. 수쿡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수쿡

고 수쿡과 일반적인 직접투자수단의 특징을 비교

은 기초자산과 자산 소유권의 측면에서 일반 자산

하였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주요 수쿡 유형

유동화 증권과 성격이 다르다. 수쿡은 증권의 기초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쿡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지만, 자산유동화 증

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자산 소유권의 문

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제를 논의하였다.

을 보장하지 않는다.

수쿡은 발행의 기반인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자의

이슬람 계약 방식에 기반을 둔 주요 수쿡 구조를

권리를 반영하는 증서이다. 수쿡을 발생시키는 증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한

권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초자산 보유자가 본인

자금은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쿡 발행

(principal)으로서 특수목적기구를 대리인(agent)

에 적용된 특정 계약에 적합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

으로 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관계가 모든 수쿡에서

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특수목적기구는 최초 기초

최근 수쿡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의 쟁점이 부각되

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이전받고 이에 기

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몇 개의

반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

수쿡이 실패함에 따라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구는 또한 기초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수쿡 보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수쿡이 자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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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 작업의

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 수쿡의

골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쿡에 대한 조항을 신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수쿡의 근거가 되는 프로

설하여 수쿡의 수익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준

젝트가 실패하는 경우 자산근거부 수쿡의 기초자

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쿡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을 면세하고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

이 크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쿡은 매

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려는 것이다. 수쿡

입이행(purchase undertaking) 약정과 함께 구조

수익에 대해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동일한 세

화되고 있다. 매입이행 약정은 수쿡이 일반적인 채

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

권(bond)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평

제4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과

가된다.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이슬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수쿡 발행 과정에서

은행 운영이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였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창출되는 과

다. 매우 작은 이슬람 인구 규모와 실물 기반의 은

정에는 과세하고, 소득 창출이 없는 단순한 자산

행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과 예금자 양측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

모두 이슬람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

된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은행 체계하에

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서 조화롭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

면세하고, 소득 흐름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

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소득 흐름에 대한 과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

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등하게 처리해야

다고 판단된다.

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쿡이 수익증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수쿡의

조세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쿡 발행은 해외

수익을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면세

자본조달 원천을 다변화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

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

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물 자산에 연계된 수익

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쿡은 새로운 형태의 외

프로젝트에 수쿡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쿡 발행의

화표시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태에서

한 수쿡 발행법인의 소재지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수쿡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쿡 발행

때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수쿡의 발행법인을

은 채권 발행에 비해 불리하다. 이를 인식하고 정

해외법인으로 한정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

제5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슬람 금융

하였으나, 이 쟁점은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을 지속할

않고 있고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

수쿡은 구조화 증권이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

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

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

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 자산 흐름과 소득 흐름 두 가지에 대한 과세 문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을 다양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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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도 긍정적

이슬람 금융은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이

융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슬람 금융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철학적 기반,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쿡의 경우 한국 기관들이

구조, 법적 성격, 은행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 등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

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다. 이슬람 금융 방식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달

이슬람 금융이 금융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에 적합하므로 한국 기관이 수쿡을 발행하고자 한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다면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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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 · 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여지나 · 박민숙 (2012. 12)
ISBN 978-89-322-2308-7 / A5 / 120면 / 7,000원

중 · 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은 많은 서비스 분

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도 중국이

야에 대한 폭넓은 개방양허를 기재하고 있어 서비

진전된 개방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스 부문을 개방하는 중국의 단계별 전략과 개방 상

중 · 홍콩 CEPA는 협상방식의 측면에서 한 · 중

한선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 · 중 FTA 서비스

FTA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 · 홍콩 CEPA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 · 홍콩 CEPA 서비

와 같이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스 양허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

서비스 개방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을 한 · 중

구는 중국의 GATS 양허안을 기본으로 중 · 홍콩

FTA에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중 · 홍콩 CEPA처

CEPA를 포함한 현재까지 중국의 모든 기체결

럼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

FTA 서비스 양허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

서비스 개방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한 · 중 FTA 서

정에서 지역을 확대해가는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비스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pilot basis)를 한 · 중 FTA에 차용할 수 있다.

중국은 중 · 홍콩 CEPA의 경우와 같이 홍콩의 특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양

수성 때문에 허용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다

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 양허안의 협상방식과 양

른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

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에

국은 최근 체결한 중 · 대만 ECFA 서비스 EHP에

대해 제안하였다. 먼저 개방의 심도와 폭과 같은

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 · 홍콩 CEPA와 같

협상의 기대수준(ambition)을 정하는 측면에서

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양허하였다. 대만이 국제사

한 · 중 FTA에서 가능한 협상의 네 가지 유형을

회에서 여전히 주권국가로 인식되는 점과 WTO상

설정하였다. 1) WTO 양허안에 몇 가지 서비스 부

개별회원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

문을 추가 개방하거나, 기존 개방 부문의 심도를

려할 때 대만은 홍콩과는 차별적인 협상 대상이다.

조금 높이는 방식, 2) 중 · 홍콩 CEPA처럼 WTO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 · 대만 ECFA에서

서비스 분류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양국간의 실

중 · 홍콩 CEPA에 버금가는 개방을 한 분야가 있

질적 서비스 수요 · 공급에 적절한 서비스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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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구성된 새로운 양허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서비스 등이 있다. 그 밖에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

3) 한 · 미 FTA, 한 · 싱가포르 FTA, 한 · 인도

링 서비스, 유통 서비스, 환경 서비스, 은행 서비

CEPA 등과의 서비스 협상처럼 주요한 서비스 분

스, 건강 관련 및 사회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야(금융, 통신, 시청각 공동제작, 전자상거래, 정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해상서비스,

부조달 등)를 별도의 챕터로 포함하는 방식, 4) 완

항공서비스, 도로운송 서비스 등도 DDA/DDA 플

전한 네거티브 양허방식이다. 후자로 갈수록 개방

러스 부문이 기재된 동시에 CEPA에서 보충협정

의 심도는 높아지지만 중국이 DDA 수정 양허안에

을 통해 중국이 개방을 여러 번 양허한 서비스 분

서 GATS보다 진전된 개방을 거의 기재하지 않은

야들이다.

점과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에서도 GATS 플

한편 중국이 GATS나 기체결 FTA에서는 기재하

러스 양허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한 · 중

지 않았지만 중 · 홍콩 CEPA에서 새롭게 기재한

FTA 서비스 협상의 양허수준은 2)와 3) 사이의 수

시청각 서비스의 영화나 드라마 합작제작이나, 보

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건 및 사회서비스의 요양병원 서비스와 노인 및 장

마지막으로 중 · 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

애인 요양 시설을 통한 사회서비스 등은 중국의 소

을 통해 한 · 중 FTA 서비스 양허 가능 예상 분야

비수준 제고와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문화시장과

를 도출하였다. 중국이 양허안에 기재하는 서비스

실버산업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FTA를 통한

분야의 개수는 전반적으로 62개에서 67개 사이에

개방 시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서 유지되고 있다. 기재하는 분야의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DDA나 DDA 플러스 분야를 많
이 기재한 양허안에는 GATS 마이너스나 DDA 마
이너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서비스
양허안 협상 시에 전체적인 기재부문의 개수가 늘
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방
부문의 숫자는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양허의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들을 선별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관건이다.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
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중국이 GATS 플러스로
개방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 분야이다. 이
러한 서비스 분야에는 전문가 서비스 중 법률, 건
축 · 엔지니어링 · 통합엔지니어링 · 도시계획, 의
료 및 치의료 서비스가 있고, 컴퓨터 관련 서비스,
R&D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시장조사 서비스, 경
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
과학기술 컨설팅 서비스, 빌딩청소 서비스,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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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Choong Yong Ahn and Sung Chun Jung (2012. 12)
ISBN 978-89-322-2309-4 / A5 / 74면 / 5,000원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을 a) 역

으로 바로 이웃이라는 점과 세계적 제조업기지라

내금융협력, b)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기한

는 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FTA와 역외 국가들과의 연계 확장현상, c) 한 · 일

국경간 가치사슬 현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양국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구조변화 및 그에

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 · 일 간 상호 FDI 촉진은

따른 도전적 과제들을 조명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양국이 대내적으로 안고 있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

목적은 한 · 일 양국이 역내에서 가장 선진화 된 시

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6중고’ 때문

장경제를 지닌 국가로서 양자간 공식적 FTA가 발

에 해외투자를 기획하는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효될 때까지 지연하지 말고 협력적 양자간 FDI를

한국을 최우선 해외투자 선호 지역으로 재평가할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데 있다. 한 · 일

필요가 있다.

225

연구자료

12-05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Deok Ryong Yoon ed. (2012. 12)
ISBN 978-89-322-2310-0 / A5 / 266면 / 10,000원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ODA 관련 전문가와 학자

기반과 수출지향적 산업구조 등이 대표적 사례다.

들의 시각을 통하여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시

물론 독일이 겪은 문제들이 우리나라가 마주하게

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유럽학자들은 유럽의 오랜

될 문제들과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독

ODA 정책경험과 발달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일의 ODA 관련 기관들의 조직, 정책기관의 구조,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재정공급 방식, 개발지원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

있다. 물론 유럽에 대해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모

등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제안

델로서가 아니라 선험자의 경험으로부터 실수는

하고 있다.

피하고 필요한 것은 취한다는 맥락에서 몇 가지 정

프랑스의 경험도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그 중에서도

먼저 유럽의회의 사례를 통하여 정부와 ODA 기관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개발지원 정책

중심의 개발지원정책을 지향하고 의회가 중심적인

과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다양한 시사점을 얻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

책목표를 객관화함으로써 시행기관들의 단기적 이

이미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해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

프랑스와 협력하거나 OECD의 DAC와 협력한다면

이다. 또한 산재해 있는 ODA 기관들이 일관성 있

이러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리고 입법기관은 필요시 정책적 유연성을 제공

사례로 중국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전문가들의 시

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각에 따르면 중국은 많은 개발지원금을 가지고 아

독일의 ODA 경험은 이미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프리카 지역에 진출하여 초기에는 지원금 때문에

있지만 2차대전 이후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영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아프리카 시장을 장악

점이 많다.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하고 환경을 유린한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다.

경험과 역내의 경제적 영향, 그리고 강력한 제조업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환경을 중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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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은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한편 국제기구의 북한지역 지원 사례를 통해 북한

세계은행이 베트남을 지원한 사례로부터는 수요자

이 지원을 수용하거나 거부한 사례를 볼 수 있었

중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북한에 지원할 때에도

만 아니라 세계은행을 비롯한 모든 지원기관은 베

국제기구나 선진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트남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주장한다. 특히 기존 서방의 공여국들과 신흥공여

고 돈이든 지식이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국들 간의 접근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효율

리고 기존의 공여국이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인 개발지원이 효율적으로 기여해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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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정지현 · 최필수 · 노수연 · 김홍원 · 오종혁 (2012. 12)
ISBN 978-89-322-2311-7 / A5 / 148면 / 7,000원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

될 것이다. 중국 도시개발사업은 이렇듯 다양한 분

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야의 우리 기업에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므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

로 이를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

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희소한 중국 도시개발 분야

1,700만 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총 3억 명이 신

진출에 대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기진출 외국기업

규 도시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

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할 재화와 서비

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스를 생산 · 유통 · 소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수요 및

또한 진출 유형을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과 민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간기업의 개별 진출로 구분하였다. 정부 간 협력

현재 중국은 각 성(省)별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사례는 싱가포르와 협력 개발 중인 쑤저우(蘇州)

구축, 주택건설, 농촌 및 중소도시 인프라 건설 강

공업단지, 톈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廣州) 지

화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식도시를 비롯하여, 스웨덴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위해 외국의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와 친저우(欽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도시개발 및

州) 산업단지 등을, 민간부문 진출 사례는 일본 ·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증하는 도

싱가포르 · 한국 등의 건설 및 설계 관련 기업 등을

시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도시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 포

연구 결과 우리 정부는 중국 도시개발 협력모델을

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비롯하

개발하고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장

여 IT, 환경 등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문화 등 연관기업까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도

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

시개발 분야의 특징을 감안한 인적 교류 확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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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 및 불평등 요인 등을 개

원,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이 필

선할 수 있도록 한 · 중 FTA 협상 시 관련 논의가

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시장 진출

필요하다.

229

연구자료

마련, 진출지원 전담기구 설립, 적극적인 홍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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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김부용 · 이상훈 · 임민경 (2012. 12)
ISBN 978-89-322-2312-4 / A5 / 126면 / 7,000원

최근 중국의 노무환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

실수입을 보여주는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본 결과

는데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노사분규가 빈

환발해지역 평균임금은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무 관련 법 · 제도 또

꾸준히 상승해왔다. 최저임금이 성(省) 내 주요 도

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여기에 인력난까지 겹

시에서 동일한 것과 달리 평균임금은 도시별로 차

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

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 관련 법 · 제도가 점차 강

이다.

화되고 있었는데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신노동

이처럼 중국의 노무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본

법을 시작으로 신산재보험조례, 취업촉진규획, 기

연구는 한국 대중 투자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환발

업노동분쟁협상조정규정, 사회보험법 등에 이르

해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노무환경의 변화에 대해

기까지 중국은 노사 현장에서 자국민의 노동 권익

살펴보고, 노무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에 대해

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었다.

분석하였다. 또한 노무환경의 변화가 현지 진출 한

이와 같은 노무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에는 인

국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함으

구구조의 변화,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의 고갈, 산

로써 한국 기업과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

업구조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물가상승, 정부

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정책의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런 여러 요

와 함께 통계분석, 계량분석, 현지조사를 통한 기

인 가운데 정부정책과 물가상승이 임금상승 및 인

업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력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환발해지역 노무환경 변화 현황에 대해 살펴

최저임금은 거의 정부정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

본 결과 2009년을 기점으로 환발해지역의 최저임

었으며, 평균임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하

금은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2009~12년간 연평균

고 있었다. 평균임금의 경우 물가상승이 제일 중요

17.6% 증가하였다. 최저임금 변화 추이에서 나타

한 결정적 요인이며 그 외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나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동일 성(省) 내에서 최저

변화도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임금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자의

기업사례 조사 결과 거의 모든 환발해지역 진출 한

230

2012년 KIEP 연구보고서 요약집

이다. 저임금을 겨냥한 노동집약형 산업이 이제 한

부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노동자

계에 닿았고, 중국 정부 또한 내수확대 정책을 적

들의 권리 추구 의식이 향상되면서 임금 인상을 요

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도 이제 중국 내

구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장직 노

수시장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다섯째, 생산기지

동자들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직원

이전이다. 중국 중서부지역과 동남아로의 이전, 한

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신노동계약법

국으로의 복귀 등 투자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

의 실시로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책도 시급하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많은 기

자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

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지 진출 한국

업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으로 설비투

기업들은 노사관리에도 고충을 겪고 있었다.

자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

이러한 중국의 노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들은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인원과 주재

있다. 다음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

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가 하면,

다.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으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인

로서는 내수시장 공략이 쉽지 않은바, 유통시장 진

력전문회사나 마을회관, 교도소 등을 적극 활용하

출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지원방안을 마련

고 있었으며, 직업학교와 협력하여 직접 인재를 양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

성하여 채용하는 회사들도 있다. 또한 성과보상제,

다. 이 밖에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

과업성과급제도 등으로 이직률을 감소하고 노동생

다. 현지 파산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해

산성을 높이고 있었다. 기계화와 자동화를 추진하

주고, 한국 내 입주를 돕기 위한 지방공단의 기업

거나 중국 로컬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인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대처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
았다. 이에 반해 아직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도 몇몇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산성 향상이다.
중국의 임금구조가 고비용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제 생산성을 향상
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수다. 둘
째, 아웃소싱이다. 기획, 디자인, R&D, 관리 등 핵
심 업무 위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비핵심부문
은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인사관리시스템의 조정이다. 공정하고 투명
한 성과보상체제와 승진체제를 구축하고, 책임 경
영과 투명 경영을 실천해야 하며, 공회를 적극 설
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수시장 공략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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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상훈 · 김부용 · 박진희 · 여지나 · 이상희 · 임민경 (2012. 12)
ISBN 978-89-322-2313-1 / A5 / 124면 / 7,000원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

과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

적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의 증진이 빠르게 이루

별 무역장벽보고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발표

어졌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1

하고 있는 불공정무역보고서 등 외국이 중국에 대

년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

해 제기하는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과 대체로 일

는 비중은 24.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 · 중 간 무역의 특성

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인 높은 가공무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역장벽은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최대 수출시

한국만이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고,

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미래 최대 소

특히 사례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부

비시장을 선점하는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효

사안의 경우 제도시행과 법 적용에 있어 지역 간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 · 중 양국간 교역구조가 변화됨에

이와 같은 사례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향후 양국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

간 안정적인 교역확대를 도모하고 자유무역을 통

견이 제시되면서 한중 FTA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한 효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한 · 중 FTA 체결

의 제거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

이에 본 연구는 한 · 중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관세철폐로 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타나는 경제적 효과만큼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 · 분석하였다. 조
사결과 우리 기업들은 통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장벽, 투
명성, 가공무역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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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上海) 시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노수연 · 허시유 (2012. 12)
ISBN 978-89-322-2314-8 / A5 / 128면 / 7,000원

중국은 2008년 이후부터 대외환경이 악화됨에 따

기존 연구 검토, 연구 목적과 방법 등을 제시하였

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다. 2장에서는 상하이 시 고급소비재 시장의 경영

서 국내 소비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소비자

환경을 분석한 후, 그중에서도 본고의 사례연구 대

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성향이 변화하면서 최

상인 의류와 화장품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3장

근 중국의 고급소비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에서는 상하이 시에서 활동 중인 의류, 화장품 업

다.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

체의 사례를 한국 기업과 비(非)한국 기업으로 나

국 본토에서 직접 소비자 성향과 유통, 마케팅 등

누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사례를

을 전반적으로 시험해볼 지역시장이 필요한데, 상

통해 기업의 경쟁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이(上海) 시는 테스트마켓(test market)으로서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

활용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하이 시 고급

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소비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전략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고급소비재 시

첫째, 엔트리 포인트(entry point)를 신중히 선택

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해야 한다. 둘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

경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략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며, 특히 지역적 특수성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을 감안한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고급

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비재 소비자층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본 연구는 상하이 고급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보편

있다. 넷째, 기존 고급소비재 영역에서 인지도 상

적인 상품인 의류와 화장품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승을 추진하는 동시에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

외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 기업의 경쟁전략을 분석

로운 고급소비재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다섯

하고 기업의 경영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

을 도출하였다.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여섯째, 날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국 시장에서 윈윈(win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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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

또한 우리 기업이 상하이 시 및 중국 고급소비재

이다. 셋째,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간접적

침해하는 위조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제 강화

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첫째, 국내를 방문하

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상품에 대해 고급스러운 이

직면하는 각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홍보활동을 지

필요가 있다.

원해야 한다. 둘째, 중국 내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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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정지현 · 박진희 (2012. 12)
ISBN 978-89-322-2315-5 / A5 / 126면 / 7,000원

중국의 유통시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그러나 중국 중부 6개 성(省) 각 지역마다 유통시

세계 유통시장에서 그 중요성과 위상이 급격히 증

장 환경, 주요 유통업체 특징 등이 상이하므로 이

대되었으며, 내수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외국계 유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업체에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중부 각 성의 소매시장 규모 및 주요 소매업태, 역

전망된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 포화 및 정부 규제

내 주요 소비시장의 지역적 분포, 현지시장에 대한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소매유통업체에

장악력이 높은 로컬 유통업체의 영향력 및 특징,

새로운 해외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외자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전략 등을 파악함

시장이다.

으로써 한국 소매유통업체의 진출전략 및 정부의

한편 중국 연해 대도시의 유통시장 환경이 임대료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 기업의

및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다양한 외자 유통업체

진출전략은 중국 중부지역에 진출한 외자 소매유

의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시장포화 등의 요인으

통업체의 현황과 로컬 유통업체와의 경쟁 상황을

로 악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 기진출한 까르푸, 이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실용성

마트, best buy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매장을 줄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체

이거나 폐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

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진입전략

내륙지역의 소비시장 성장, 양호한 경쟁 환경 및

과 경영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인력수급 등으로 인해 최근 외자 소매유통업체들

다국적 소매유통업체가 중국 중부시장 진입시 나

의 내륙시장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

타나는 특징은 경쟁이 심한 대형마트 등의 업태에

히 중국 중부 내륙지역은 지역 전체적으로 빠른 경

서는 성도(省都) 및 주변 중소도시로의 진출이 활

제성장에 기반하여 소비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

발한 반면, 외자업체의 진출이 많지 않은 업태는

에 따라 미국 월마트, 스웨덴 IKEA, 일본 유니클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각 성의 성도에 지역

로 및 무인양품, 스페인 ZARA, 스웨덴 H&M 등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출점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방식은 크게 거점 중심 확산형, 특정지역 선점형,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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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시장 진출형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현지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종합적

로컬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 확보 등을

으로 수집,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위하여 중상위 소득계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관리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중국 유통시장 진출 시 진입

하고 있다. 경영전략 측면에서 중부지역에 진출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 비제도적 규제를 한 ·

다국적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독자 형태의 진출을

중 FTA 서비스 협상 시 이슈로서 검토할 필요가

선호하며 지역별 점포의 자율운영권을 일정 정도

있다.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해지역에 비해 다양한 종류
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
역적 특성 등을 프로모션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 및 유통관계자 등과 원활한 소통이 가
능한 인재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중국 중부지역 진출 경험이 부
족한 한국 유통업체는 중국 각 지역의 소매시장 특
성, 특히 소매업태별 발전 상황 및 경쟁업체의 경
쟁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진출 유망 업
태 및 지역을 분석하여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 대
형마트와 같이 경쟁이 심한 업태는 일부 거점도시
에서 시장 포화가 감지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며, 구매력 수준이 높은 주변 중소도시
로의 진출이 유리하다. 한편 빠르게 성장하고 있
는 전문점, 브랜드점 등의 업태는 중부 각 성의 성
도로 진출하는 것이 유망하며 편의점 업태는 지역
적인 편차가 크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대형 소매업체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 거점
중심 확산방신의 출점, 중상위 계층 타깃 등에 기
반을 둔 특화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중소형 소매업
체는 특정 지역의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
일 점포 형태의 전문점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
다. 우리 정부는 한국 소매업체의 중국 중부 진출
이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중부 내수시장 진출확대
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중부 현지 유통업
체와 우리 제조업체 간 연결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국 중부지역의 소매유통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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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oductivity:
Theory and Evidence
Yong Joon Jang and Hea-Jung Hyun (2012. 4)
ISBN 978-89-322-4228-6 / A5 / 38면 / 3,000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로 나타났고, 특히 현시적 비교우위지수(RCA: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

Revealed Comparative Advanage)가 높은 산업

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에서 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분석의 결과와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일치하였다.

productivity)을 다루는 Melitz(2003) 모형을 기
초로 산업별 비교우위의 특성을 고려한 Bernard,
Redding and Schott(2007)와 해외직접투자를 고
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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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2∼20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기법으
로는 주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였으며, 내생성
및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는 System GMM 추정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는 국내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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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and Possibl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Jong-Woon Lee and Hyoungsoo Zang (2012. 5)
ISBN 978-89-4429-3 / A5 / 112면 / 3,000원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방안으로 다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간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s) 설립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지원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설립될 ‘북한 개발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한경제의 현 실태에 대

원 신탁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확보를

한 분석을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고, 2000년대 국

위해 신탁기금의 설립 방안과 운영 · 관리에 대한

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지원과정에서

구체적 분석을 하였다. 남북한 관계 진전과 6자회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비하여 한국과 주변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참

국은 효율적인 대북 경제지원 추진과 북한의 국제

고할 수 있는 개도국 및 분쟁지역 신탁기금 사례로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탁기금이 조성된

있다. 북한경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단

팔레스타인 지역과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독으로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 공적원조를 세계은행 협의그룹(Consultative

주변국과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Group)을 통해 조달한 베트남에 대해 분석하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자

다. 보고서는 대북 지원 신탁기금의 설립 절차를

간 원조조정의 주관기관인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모색하면서 ‘북한개발지원그룹(North Korea

가입하고 의미 있는 자금지원을 받는 데 상당한 기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과 같은 국제

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한국과 관련국들

협력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국제협력체가 ‘북한

이 자금을 출연하여 다자간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개발지원 신탁기금’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

리 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북 지

의 설립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조달을 확

원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파악하고, 북

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공여국(단체)들이 공동

한이 신탁기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

으로 대북 원조점검 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해 요구되는 전제조건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평가와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어 대북 지원의
239

Working Papers

12-03

A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Baran Han (2012. 9)
ISBN 978-89-322-4230-9 / A5 / 42면 / 3,000원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재법」 통과 후 약 10여 년 동안 실제 제재대상 기업

유치 정책으로 인해 대이란 양자 제재의 효과성이

을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유를 비반복 게임

떨어지자 제3국의 에너지 부문 대이란 진출 및 교

의 특징을 들어 설명한다.

역을 막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또한 미국, 이란, 제3국(혹은 기업) 간의 경제의존

맺는 제3국 기업을 제한하는 3자 제재(triadic

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 시행대상 선정과 제3

sanction)를 도입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1996

국의 제재 이행정도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

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과 2010년 「포괄적

이 이란과 제재대상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맺고 있

이란 제재법」이 있다.

는 여타 기업을 묵인하고 Zhuhai Zhenrong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3자 제재를 ‘triadic

Company를 제재위반 처벌대상에 올린 것은 이

sanction’이라고 명하고, 이를 게임이론을 활용하

기업을 제재한다고 해도 미국에 거의 피해가 없기

여 분석한다. 특히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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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Election Cycles and
Stock Market Reaction:
International Evidence
Jiyoun An and Cheolbeom Park (2012. 12)
ISBN 978-89-322-4231-6 / A5 / 36면 / 3,000원

본 연구에서는 16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거 전

타났다. 3) 그러나 선거일이 있는 해당 달 혹은 직

후 1년간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후 주식수익률 변동성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 선거 전 1년 동안은 선거

보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는 본 연구가

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아

Pantzalis et al.(2000)과 Wisniewski(2009)에서

졌으며, 2) 주식수익률 변동성 수준은 선거 기간

추정한 변동성의 동태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확인

(선거 전 1년)에 오히려 비선거 기간보다 낮게 나

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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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s

12-05

Korea’s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Huh (2012. 12)
ISBN 978-89-322-4232-3 / A5 /3 4면 / 3,000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력했다. 따라서 금융위기 중에 외환위기가 재발하

에 물가안정, 외환시장과 자본이동에 관련된 정책

는 것은 막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외환변동

들을 시행해왔다. 한국은행이 외부충격에 의한 물

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통화정책당국은 해외자본

가상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기위축 압력을 주

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고 거시건전성을 유지하

지 않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줌에 따라, 금융

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 조치들이 자본시장의

위기 전후 물가수준은 제시된 목표 수준을 지키지

변동성을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힘드나, 은행 외채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위기의 재

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등 자본흐름에는 영향

발 방지와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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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Real Frictions and Real Exchange Rate
Dynamics: The Roles of Distribution
Service and Transaction Cost
In Huh and Inkoo Lee (2012. 12)
ISBN 978-89-322-4233-0 / A5 / 28면 / 3,000원

국제경제학에서 환율의 변동성과 그 변동성이 지

관찰되는 실질환율의 변동을 기존의 모형보다 훨

속되는 것은 아직까지 설명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

씬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질

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이

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명목가격의 경직성

실질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

을 강조하는 논리에 더하여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경제모

설명하는 데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도 중요할

형에 유통비용과 비교역재를 추가하면 데이터에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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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ramework
Dooyeon Cho and Dong-Eun Lee (2012. 12)
ISBN 978-89-322-4234-7 / A5 / 42면 / 3,000원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자산시장 경기변동 요인(asset market wedge) 등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

의 명목적 경기변동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

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

구의 주요 결론은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타기

(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팅 정책을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 경기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회계 분

변동 요인이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시행 시점

석은Šustek(2011)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분석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

방법으로, Chari, Kehoe, and McGrattan(2007)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선

의 경기변동회계(Business Cycle Accounting) 분

진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이 실물 경기

석 방법에서 사용된 실물적 경기변동 요인에 통화

변동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 경기변동 요인(monetary policy wedg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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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ross Border Mergers in the
APEC Region
Mikyung Yun (2012. 12)
ISBN 978-89-322-0096-5 / A5 / 34면 / 3,000원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

는데 이는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대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결정요인이나 영향에

체로 수직적 인수합병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마찬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 개도국

가지로 관세회피 동기가 강한 수평형 인수합병의

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수합병의 수는 무역비용과

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APEC 지역 경제에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국경간 인수합병 결정요인을 무역비용을 중심

예상과는 달리 무역자유화와 시장통합은 APEC

으로 중력모델 유형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

역외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였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PEC 지역의 국경

계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제

간 인수합병은 대체로 수직적이며, 역내 수직적 노

규모(여기서는 기업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

동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투

수의 대리변수)가 클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가 증

자국 기업의 비교우위에 의한 시장 독점화 목적보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 무역비용은 제3

다는 역내 생산체계의 구조조정 목적이 더 강한 것

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수준 또는 생산

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증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다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는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형 인수합병

것이 국제 인수합병이 역내 생산 구조조정 및 노동

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

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분명히 밝혀줄 것으로 기

로 바뀐다. 이는 수평적 인수합병의 경우 관세회

대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피 동기가 강하여 다자간 무역비용 증가는 제3국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을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자 무역비용은 정반대
의 결과를 보인다. 이 경우 무역비용이 증가할수
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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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APEC’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da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Robert Scollay (2012. 12)
ISBN 978-89-322-0097-2 / A5 / 98면 / 3,000원

21세기 아태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무역협정을 통

하는 TPP는 지난 3년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반

해 역내 무역구조를 통합시키기 위한 논의는 두 가

면, RCEP는 안건의 우선순위와 세부협상원칙에

지 서로 다른 비전의 제안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TPP의 경우 원산지규정, 지식재산권, 보조금, 노

(EAFTA) 및 동아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동 및 환경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합의여부에 따

(CEPEA)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의 경제

라 TPP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타결할 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PEC의 환태평양 비

있는지, 그리고 향후 FTAAP의 모델로 수용될지

전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아태지역의 무역투

결정될 것이다. TPP와 마찬가지로 RCEP의 경우

자 자유화를 추구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도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협상 등 여

의 수정된 형태로 논의되었다. 2010년 APEC 정상

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구성원

들은 ‘환태평양 트랙’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으로 이루어진 협상참가국 간의 무역협정 수준의

(TPP)과 이전의 EAFTA와 CEPEA에서 지금은 역

차이를 극복하고, 이를 하나의 협정으로 수렴할 수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발전된 ‘동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ASEAN 주도의 경제통

아시아 트랙’을 FTAAP 달성의 경로로 동시에 인

합 프로세스로서 ASEAN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정하고 이들 두 트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FTAAP 달성을 위한 두 트랙의 수렴 방식
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본 보고서는 이들 두 트랙의 논의 동향과 진전, 분
야별 이슈를 고찰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두 트랙
의 논의가 어떻게 수렴될 것인지와 APEC에서
FTAAP의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
망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
247

2012

KIEP 연구보고서 요약집

단행본

단행본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
서울 G20 정상회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통한 고찰
김용범 · 박정훈 (2012. 5)
ISBN 978-89-322-0092-7 / A5 / 314면 / 12,000원

오늘날 우리는 한 · 미 FTA, UN 기후변화협약과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

같이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다자협

장 김용범, 국제기구개혁과장 박정훈)의 관점에서

상에 관한 뉴스를 매일같이 접한다. 개인의 사소한

기록하고 분석한 신간이다. 저자는 국제경제협력

일상마저도 변화시키는 다자협상은 이제 더 이상

의 최상위포럼인 G20 정상회의 중 서울정상회의

외교관과 같은 특정 전문집단만이 관심을 갖는 이

에서 타결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협상의 전

슈가 아니라 전 국민이 추이를 궁금해 하고, 결과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협상단계별로 각국이

에 대해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주제가 되었다.

구사한 전략과 특징을 다자협상이론의 틀을 이용

다자협상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중 우리나

해 분석했다.

라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단연 UN과 IMF일

본서는 해당 협상과정을 설명하는 데 단순한 연대

것이다. 이 중 IMF는 1997년 ‘IMF 위기’로 통칭되

기적 서술에서 벗어나 각각의 세부 이슈가 어떤 전

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의 구제금융, 국가신용

략과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론적 틀에

도 하락,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등의 불안한 경

의거하여 분석, 평가했다. 또한 IMF 개혁논의가

제상황과 맞물려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부정적인 감

발전하는 과정을 IMF 설립 목적 및 개혁논의의 시

정을 수반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발점에서부터 되짚어나감으로써 협상과 관련한 풍

리고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

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국으로서 국제 외교협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

저자는 1년여의 협상 과정을 준비-탐색-본격 협상-

하는데, 여기서 가장 성공적인 의제활동으로 평가

협상 타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실질

받는 어젠다가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협상이

적인 추진 내용을 기술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평가를 덧붙여 향후 유사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는 다자협상 과

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로는 매우 드물게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예를 들어, 제1단계인 협상 준비단계에서는 협상목

된 IMF 개혁 협상의 전 과정을 협상 실무자(당시

표 설정,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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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했을 때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감성의

고, 이슈별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했으며, IMF 개

소유자이기도 했다.

혁시한 단축이라는 1차 협상목표를 설정했다. 1단

앞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

계에 대한 협상론적 측면의 평가에 따르면, 개혁과

의 필요성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제별 포지션 페이퍼 작성이 특히 유효한 작업이었

65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신

는데, 의장국으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최종결과물

흥개도국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행한 한국의 주

이 이 페이퍼에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도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자랑할 만하지만 여기에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된 내용

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저자는 2010년 의장국

이 2010년 4월 준비한 포지션 페이퍼의 목표에 거

으로서 IMF 개혁과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느

의 근접했다는 점은 추진전략의 우수성을 반영하

꼈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현안에 대한 실력 부

고 있다.

족을 통감하였기에 본서를 준비했다.

협상 상황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협상 참여자 분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한국에

석에서는 실제 협상에 참여했던 각국 대표 개개인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

에 대한 분석과 주요 인사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술

로 진행되는 많은 국제논의의 장(場)에서 우리나라

되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책 군데군데

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자명하게 여

삽입된 인물평은 결국 협상은 이론이 아니라 사람

겨진다.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누가 협상 테이블

이 하는 일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을 지배하는가』의 출간이 G20 정상회의라는 엄청

IMF 개혁을 위한 IMF 워킹그룹 의장직을 수행한

난 국민적 노력이 집적된 국제행사가 남긴 소중한

캘러한(Mike Callaghan) 호주 차관은 뛰어난 친

자산, 즉 국제적 인맥과 경험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화력으로 G20 준비위원회 실무진으로부터 ‘캘러

장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 옹(翁)’으로 불렸는데, 신제윤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한국 대표단과 폭탄주를 대작하던 대표
적 지한파, 친한파였다. 저자는 쉽지 않은 협상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화려한 스포
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 내색하지 않았던 캘러한
호 주 차 관 을 진 정 한 글 로 벌 정 치 가 (global
statesman)로 본다.
BRICs 진 영 을 대 표 했 던 노 게 이 라 바 티 스 타
(Nogueira Batista) 브라질 대표는 신흥개도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면서도 거친 설전에 흥분
하지 않는 면모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벨
(Mark Sobel) 미 재무성 부차관보는 풍부한 국제
회의 경험과 실력으로 무장한 전문가인 동시에 직
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독설가였으나 김용범
국장이 실무책임자로서 느끼는 부담과 책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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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5)
ISBN 978-89-322-0094-1 / A5 / 204면 / 10,000원

KIEP는 2005년부터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참신한 주제와

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을 양성

현지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돋보였습니

하기 위하여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

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매년 논문공

논문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

모전을 실시하여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전문가

집은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5회

양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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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India Deepening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Parthasarathi Shome & Choong Yong Ahn eds. (2012. 7)
ISBN 978-89-322-0093-4 / A5 / 320면 / 비매

서울국제포럼과 인도의 ICRIER는 매년 한-인도

제된 논문들을 보완하고 심층 분석을 추가한 것으

관계에 정통한 양측 정부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로 양국 관계 발전과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한

초빙하여 Korea-India Dialogue를 추진해오고 있

연구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이 책은 제11차 Korea-India Dialogue에서 발

253

단행본

읽기 쉬운
中國圖解(China Watch)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2)
A5 / 434면 / 비매

세계 경제의 G2로 부상한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수록했습니다. 2012년은 한 · 중 수교 20주년을 맞

경제 ·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

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제1장에서는 수교 이후의

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최대의 대외경제 교류 파

2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 · 중 경제교류의 전망

트너인 중국과의 교류는 한국경제의 안정적 발전

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2010년까지의

에 필수적이며 결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

‘제11차 5개년 규획’의 추진성과를 정리하고, 중국

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 사회에 대한 정확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선언이라는 의미로 주목받고

이해의 확산은 한 · 중 간 교류의 안정적 확대를 위

있는 ‘제12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과 함의를 분

해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석했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지역 간 발전격차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한 · 중 관계 연구

시정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총체적 지역 특화 발전

자, 정책 수립자 및 비즈니스맨이 편리하게 활용할

계획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

수 있는 그래픽 데이터를 책자의 형태로 엮음으로

부굴기’ 정책의 핵심 계획을 소개하고, 제4장에서

써, 급증하는 국내 수요에 대응할 목적을 가지고

는 중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

발간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중국 경제 · 사회의 최

는 인구고령화 및 민공황(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

근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해설적

해 다루었습니다. 한편 제5장에서는 국제통화로서

성격의 논문과 함께, 간명하고도 정확하게 중국의

영향력을 급속히 높여가고 있는 중국 위안화의 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함께 제공하여 중

제화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았으며, 제6장에서는

국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 중 FTA가 협상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

먼저 이 책자의 제1부인 “중국 Issue & Study”에

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과 중국의

는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심화 및 한 · 중 간

협상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의 교류 증진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독자가 중국

는,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원 중

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제 ·

에서도 특히 중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원자력발

사회 분야의 이슈에 대한 해설적 성격의 논문을

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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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 위생 · 환경 등 14개 분야를 지정하고 각 분야

문을 집필하여 제1부를 엮었습니다.

의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수록했습니다. 또한 마지

본 연구의 제2부에 해당하는 “中國圖解”는 중국의

막으로 본 연구의 주제 및 취지에 맞도록 한 · 중관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지표에 대한 그

계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 제15장으로 엮었습니다.

래픽 데이터 파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국 국가통

이와 같이 보다 쉽고 빠르게 중국의 현황을 이해할

계국에서 발간하는 공식 통계자료의 분류를 참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데이터는

하여, 중국의 국토와 자연환경, 정치와 행정, 인

중국 전체, 각 성 · 시 · 자치구, 국제적 차원의 비

구, 국민 · 지역 계정, 고정자산투자, 농림 · 어업,

교 등 세 종류로 나누어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

공업생산, 에너지, 고용 · 노동 · 임금, 물가 · 가계,

금 입체적인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배려했

재정 · 금융, 대외경제교류, 교통 · 통신, 교육 · 과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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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된 7개 이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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