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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2002년 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미국기업
의 회계부정 재발에 따른 기업의 신뢰도 하락, 미 달러화의 약세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미
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국제유가의 급등과 같은 불안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회복이 불
확실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요인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미국경제뿐만 아
니라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진국시장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개도권경제의 회복도 지연하고 있다.
2003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은 미국의 대이라크전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이라크전이 2003년 1/4분기 중에 발발하고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조기에
종전된다면, 세계경제는 2/4분기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
쟁이 2�3개월 이상 지속되고 원유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커진다면 국제유가의 폭등과 주식
가격의 폭락을 통하여 세계경제가 또다시 침체되는 상황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한 국가나 지역의 불안요인이 전세계적인 영향
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전망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본원의 많은 연구진이 세계 주요 경제예측기관 및 지역별∙국별 주요 기관의
전망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된 것이다. 경제전망과 예측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
로 말미암아 항상 수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과 예측이 가지는 유용성은 현재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
를 합리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행동과 시의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도
출해낼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해 줌에 있다. 이번의 2003년 세계경제전망이 우리경제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에도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 연구에 더욱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경
제전망 작업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독자의 논평과 조언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2003년 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忠榮

國文要約
2001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던 세계경제는 2002년 초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
나, 이러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02년 2/4분기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주로 미국경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기업회계부
정에 따른 기업의 신뢰도 저하와 수익성 악화, 달러화 약세와 자본의 이탈, 주식가격의 폭락,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른 미
국경제의 회복지연은 서유럽 및 일본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국가의 경제도 침체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세계경제전망은 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지 않거나, 전쟁
이 발발하는 경우에도 조기에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경제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와 추가감세의 영향으로 2.5%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서유럽경제도 미국경
제의 회복과 저금리에 따른 내수회복에 힘입어 2%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경
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의 회복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1% 내외의 성장률
을 보일 전망이다. 중남미경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의 하락, 금
융시장의 불안, 대미수출의 감소 등으로 2002년에 마이너스성장을 이루었으며, 2003년에도
이러한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개도국
은 중국과 인도의 건실한 성장과 동아시아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6% 수준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러시아경제는 투자, 소비 및 생산의 회복과 금융구조조정에 힘입어 4.9%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구의 체제전환국 경제는 EU가입을 위한 시장경제의 정
착, 거시경제의 안정,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의 유입 및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2003년에는
3.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여 2�3개월 지속되고 원유시설 등에 막대한 피해
가 발생한다면, 국제유가의 폭등과 주식가격의 폭락을 통하여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됨으
로써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세계경제
의 불안요인으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무역마찰의 발생,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의 지속, 독일경제의 침체, 중남미의 금융불안의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불안요인이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세계경제가 일부 전문가가 제기하는 더블딥(double dip)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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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연구센터 김박수 소장
bskim@kiep.go.kr

� 2003년 세계경제환경의 주요한 흐름은 2001년 11월에 출범한 뉴라운드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본격적인 추진, 활발한 동아시아 지역주의
에 대한 논의 및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른 세계경제의 판도
변화라 할 수 있음.
－ DDA협상은 2003년 3월 농업분야의 협상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각
국의 서비스 개방계획서의 제출을 고비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3년 상반기가 향후 DDA협상 진행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11월 ASEAN+3 회의시 중국은 ASEAN과 10년내에 FTA를 체결하
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한∙중∙일 FTA의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계기로

2003년 상반기가 향후
DDA협상 진행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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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ASEAN에 대한 FTA논의 등 동아시아에서 FTA체결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부상은
세계경제의
세력판도에 큰 영향

－ 중국은 세계경제가 침체된 2001년에 이어 2002년과 2003년에도 8% 가까
운 고도성장을 시현함으로써, 2001년에는 이미 구매력기준(PPP)으로 세
계 2위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등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세계경제의 세력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됨.
� 2001년 침체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2002년 1/4분기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4분기 이후 미국기업의 회계부정에 따른 기업
의 신뢰도 하락,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주가의 하락 등 세계경제의 불확
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 선진권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2003년 세계경제의
성장은 미국의
대이라크전 발발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 2003년 세계경제의 성장은 미국의 대이라크전 발발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도 단기전에 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2년의 2.8%보다 다소 높은 3%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중 국제금융시장의 두드러진 동향은 크게 미국의 증시하락 및 전
세계적인 주가동조화와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약세로 요약될 수 있
으며, 미국의 정책금리는 40년 이래에 가장 낮은 1.25%로 인하되는 등 EU
와 일본의 정책금리도 경기회복의 지연을 반영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
였음.
－ 2003년 중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대이라크전 가능성, 경상수지 적자 확
대, 주식시장의 불안 등으로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EU와
일본의 경기회복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화는 상반기 중 115
�125엔, 유로화는 유로당 0.95�1.08달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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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됨.
－ 2003년 상반기 중 금리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하
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경우 경제여건에 맞춰 정책금리가 상향 조정될 가
능성도 있음.
� 국제유가는 2002년 1월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19달러
수준에서 출발했으나 7월까지 월평균 25�27달러선을 유지하였으며, 대
이라크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베네수엘라 파업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3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가 지속됨.
－ 2003년 중 국제유가는 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35달러 수준까지 급등하
겠으나,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될 경우에는 점차 하락하여 연말에는 20달
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2003년 중 국제유가는
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35달러 수준까지 급등

�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2001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2년
1/4분기에는 전기비 연율 5%의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4분기 이후 불
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에는 2.5%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됨.
－ 미국경제의 회복세는 주로 개인소비지출의 증가세에 기인하고 있으나,
실업의 증가, 대이라크전 가능성, 국제유가의 급등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
성으로 인하여 개인소비지출의 증가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함.
－ 2002년 들어 일본경제는 설비투자의 회복지연과 고용불안에 따라 개인소
비가 둔화됨으로써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에도 성장률이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EU경제는 2001년 4/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 상반
기 중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증대와 주식시
장의 침체로 개인소비가 위축되고, 중동정세의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2003년 일본경제는
설비투자의 회복지연과
고용불안에 따라
성장률이 1% 수준에
머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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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과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음.
중국경제는 2003년에도
수출의 호조와 외국인투
자의 유입에 힘입어
8%의 성장

－ 중국경제는 2001년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7.3%의 성장을 달성한
데 이어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수출의 호조와 외국인투자의 유입에
힘입어 8%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 동남아경제는 수출의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내수경기
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중동정세의 불안으
로 2002년에 3.8%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에는 4.5%의 성장이 예
상됨.
－ 2002년 중남미경제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전염효과와 브라질의 정
치∙경제적인 혼란 및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2002년에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에는 경제적 혼란의 진정으로 2~3%의 성장이
전망됨.
－ 러시아경제는 2002년 중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따른 수출의 증가와 개인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4% 내외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03
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4.5% 내외의 성
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구의 체제전환국 경제는 서유럽 생산설비의 동유럽 이전, FDI의 순조
로운 유입 등에 힘입어 2002년의 2.7%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003년에는
이보다 다소 높은 3.7% 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II. 세계경제환경의
주요 흐름

1. 다자주의의 가속화 : DDA추진
현황과 전망

무역투자정책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ngchoi@kiep.go.kr

가. DDA협상의 출범 경위와 의의
1) DDA협상의 출범 경위
�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공식적인 논
의는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
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함으로
써 시작됨.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final until everything is final)’라는 GATT 이래의 전통에 따라 시애틀각료
회의는 여러 분야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 출범에는 실패함.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5월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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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서의 실패 이후
세계 각국은 주요국간
다자간 협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뉴라운드를
지지하는 공동발표문을
속속 채택

－ 시애틀에서의 실패 이후 세계 각국은 주요국간 다자간 협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뉴라운드를 지지하는 공동발표문을 속속 채택함으로써 뉴라운드
출범의 분위기가 조성됨. 특히 2001년 5월 개최된 제3차 ASEAN+3 경제장
관회의, OECD 각료이사회, ASEM 외무장관회담, 10월의 APEC 정상회의
등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
표된 바 있음.
� 뉴라운드의 출범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는 2001년 6월 14일 스웨덴의 예
테보리에서 개최된 미국∙EU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EU 양국은 뉴라운드
의 출범이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WTO회원국의 이해에 합치되므로 합의
도출을 위해 건설적이며 신축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한 것임.
－ 협상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던 미국과 EU 양국이 공
동의 전략적 목표(common strategic objective)를 추구하기로 합의한 것은
뉴라운드 출범전망에 청신호로 작용함.
� WTO 논의는 2001년 들어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하빈슨
(Harbinson) 일반이사회 의장은 4월 20일 점검표(checklist)를 제안한 바
있으며, 각료선언문의 초안도 점검표를 중심으로 마련됨.
－ 일반이사회 의장의 점검표를 중심으로 5월 초부터 7월까지 모든 분야에
관한 1차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9월 26일에 각료선언문 1차
초안이 제시되었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차 초안이 10월 27일 마련됨.

2001년 11월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시애틀
각료선언문 초안에 비해
간결한 내용으로
각료선언문을 작성

� 2001년 11월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시애틀 각료선언문 초안(34페이지, 402개 미해결문안)에 비해 간결한 내
용으로 각료선언문을 작성하고(20페이지, 13개 미해결문안) 각국의 반발
의 소지를 최소화함.
－ 각료회의 선언문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원국간의 이해가 첨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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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립되는 분야는 분야별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음.

2) DDA협상의 의의
� DDA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
째의 다자간 무역협상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DDA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
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임.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
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
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
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음.
� 도하각료회의가 DDA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것은 1999년의 시애틀
각료회의가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WTO회원국들이 성공적인 다자간
협상의 출범을 지지하였으며,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신축적인 협상자세를 보인 데 기인한 바 큼.
－ 또한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세계경제의 침체 및 세계무역의 위축을 추
가적인 무역자유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각료회의에 임한
것이 DDA협상의 출범에 크게 기여하였음.
�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
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아울러 최근 국제경제의 불
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
인하였음.
－ 특히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
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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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현재 WTO가입을 준비 중인 국가는 러시아 등 30여 개국에 달하
고 있는데, 이들 국가까지 가입하면, WTO는 범세계적 성격(universal
nature)을 지니게 됨.
DDA협상은 개도국의 경
제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

� DDA협상은 협상의 명칭에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데서도 나타나듯이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들은 그동안 GATT/WTO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선진국에만 유리하
게 작용하였을 뿐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을 제기해왔음.
－ DDA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가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인 방안을 논의하게 됨으로써, 개도국 이슈가 주요한 세계무역이슈로 등
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한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입장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
방이 확대되고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면,
DDA협상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DDA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인지의 여부가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대외경제이슈로 등장

－ 특히 최근 들어 주요국간의 FTA가 급속히 확산되고, 이에 따른 무역규제
의 강화로 우리 경제로서는 DDA협상의 출범이 매우 절실하며, DDA협상
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인지의 여부가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대외경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음.

나. DDA협상의 추진 현황
1) 주요 협상의제
� 도하각료선언문은 서문에서 DDA협상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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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무역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보다는 세계무
역규범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의 WTO의 중요성을 확
인하였음.
－ 또한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이 상호 보완적이
며 건강, 안전, 환경보호 관련 조치를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로 합의함.
� 각료선언문은 DDA협상이 폭넓고 균형적인(broad and balanced) 작업계
획을 포괄하도록 하였음.
－ DDA협상에서 농업, 공산품, 서비스시장개방뿐만 아니라 규범개정 등 광
범위한 의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회원국간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급적 의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는 향후 협상의 원칙과 양허안 제출시한을 명
시하였으며, 비농산품(공산품)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향후협상의 원칙과
방향을 명시하였음.

의

제

양허안 제출 및 특기사항

농업, 서비스

5차 각료회의(농업), 2003년 3월(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 이익 고려

WTO규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규정을 명확화하고 개선

TRIPS

TRIPS와 공중보건은 특별선언문 채택

환경(무역장벽감축, MEAㆍWTO 정보교환)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 제고

분쟁해결양해

2003년 5월(개선 및 명료화)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개시

전자상거래, 환경(CTE의제), 무역ㆍ부채ㆍ금융 5차 각료회의 보고사항
소규모경제 등 개도국 관련사항

검토 작업 대상

각료선언문은 DDA협상
이 폭넓고 균형적인
(broad and balanced)
작업계획을 포괄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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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상의
장기적 목표로는
3대 협상목표를 명시

－ 농업협상의 장기적 목표로는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
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3대 협상목표를 명
시하였음. 또한 협상을 위한 세부원칙(modalities)의 수립시한은 2003년 3
월 31일로 정하고 양허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정하였음.
－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이 그동안 주장해온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은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하고, 3대 협상목표가
협상결과를 예단치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서비스 양허안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결정

－ 서비스협상의 경우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진전에 만족을 표
명하고 1단계 협상에서 마련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향후 협상의 기
초가 됨을 재확인하였음. 서비스 양허안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의
제출시한은 2002년 6월 30일로 정하고 양허안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제
출하도록 결정하였음.
� 비농산품(공산품)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
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개시토록 하였음.
아울러 협상대상 상품범위는 포괄적이며, 선험적인 제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음.
� WTO규범의 개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협상을 벌이되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목적, 수단절차
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 또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역 왜곡적 관행을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 또
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토록 하였음.
－ 아울러 수산물보조금 관련규정을 명료하게 하는 작업이 DDA협상에서 다
루어지고,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
의 협상을 개시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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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작업계획이 마련된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의 이슈와 환경 및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였음.
－ 이들 이슈는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였음.
� 지적재산권(TRIPS)과 관련하여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과 관련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리적
표시를 확대하는 문제를 TRIPS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하였음.
－ 공공보건 및 AIDS, 말라리아, 홍역, 결핵 등 전염병을 치유하기 위한 개도
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선언을 채택하였음.
� 환경과 관련하여, 각료선언문은 (1) WTO기존규범과 MEA(국제환경협정)
상의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2) MEA 사무국들과 WTO위원회간 정기
적 정보교환 및 옵서버 자격절차, (3)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
세 및 비관세장벽 또는 철폐 등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였음.
－ 이와 별도로 CTE(환경무역위원회) 및 일반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작업은 계속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 협상 필요성을 포함한 권고를 제
출하도록 하였음.
� 전자상거래 이슈와 관련하여, 각료선언문은 일반이사회 및 다른 기구에
서 행해진 작업계획을 계속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
5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유예 관행을 연장토록
하였음.
� UR협상 이후 초래된 개도국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문제와 기
술이전,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최빈 개도국, 특별대우 등에 있어 개도국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
명성, 무역원활화 등의
이슈는 5차 각료회의 이
후 협상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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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이를 위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도하각료회의에서 결정을 채택하
여 실시하고 나머지 이행문제는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음.
－ 소규모 경제국이 다자무역체제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하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개도국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2) 주요 논의동향
농업협상은
2002년 12월 현재
제3단계 협상을 진행

� 농업협상은 2002년 2월에 제2단계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고 2002
년 12월 현재 제3단계 협상을 진행 중임.
－ 현재까지 관세인하 등 시장접근의 확대, 수출보조 및 국내보조의 감축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2002년 12월에 의장이 제시한 자료(overview paper)를 토대로 협상
방식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2003년 3월에 최종문구에 대한 협상을 벌
일 예정임.

서비스협상은 지난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
서(initial request)를 교환

� 서비스협상은 지난 6월 30일 이후 주요 교역상대국과 구체적인 개방약속
을 요청하는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교환한 이후로 본격적인 양
허 협상이 전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특히 우리 업
계가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음.
－ 2002년 11월 25일 현재 25개 WTO 회원국들로부터 양허요청서를 받았는
데, 현재 양허되지 않은 분야인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송달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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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방을 요청받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의 경우는 양허대상
을 확대하고 기존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청받았음.
�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의 2002년 중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협상방식
에 대한 주요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
에서 협상방식에 대한
주요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 가장 큰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
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
이 되어야 하는가의 이슈임.
－ 두 번째 쟁점이슈는 협상방식이 합의된 이후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는 기술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음. 세 번째 쟁점이슈는 비관세장벽의 정의
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비관세장벽을 여하히 완화할 것인가의 이
슈임.
� 규범분야에서 반덤핑협정의 경우 우리나라 등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주장
하는 반덤핑 프렌즈그룹,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반대 또는 소폭 개정을 주
장하는 미국과 EU,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 등의 세 가지 입장
이 대립되고 있음.
－ 보조금부문은 일반보조금과 수산보조금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는데,
2002년 일반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반면 수산보조금분
야에 대한 관심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WTO의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은 GATT
제24조,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각서, GATS 제5조 등인데, 이들 규정은
공통적으로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해 역외국과의 무역장벽을 높이거나 대
외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 중 특
히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절차적 요건, 역외적 요건, 역내적 요건
의 명확화 등임.

반덤핑협정의 경우
세 가지 입장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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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협상의제와 우선 논의 과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음.
－ DDA협상의제로 채택된 지리적 표시의 다자통보 및 등록시스템뿐만 아니
라 2002년 말까지의 우선 논의과제인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품목의 확대,
생명공학 관련 문제, 공중보건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
� 환경에 대한 DDA협상의 초점은 WTO 기존 규범과 MEA의 구체적 무역관
련 의무와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음.
－ 현재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EU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강구되는 MEA상
무역규제조치가 WTO 규범에 자동적으로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인 데 반해, 미국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
투자이슈는 1차적인
검토 작업이 완료

� 싱가포르 이슈 중에서 투자이슈는 작업반 회의를 통해서 제시된 다자간
투자규범과 관련한 7개 주요이슈에 대한 1차적인 검토 작업이 완료되었
음.

경쟁정책의 경우
WTO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성,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경성카르텔에 대한 규제
등이 쟁점이슈로 부각

－ 경쟁정책의 경우 WTO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성,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경성카르텔에 대한 규제 등이 쟁점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의 경우 개도국들의 미온적인 반응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무역원활화의 경우 선진국들은 무역원활화를 새로운 시장접근기회로 인
식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의 규범화와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무역과 개발이슈에 대해서는 2002년 중 총 14차례의 특별회의가 개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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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회원국들이 제출한 20개의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제안내용은 크게 무역과 개발문제 전반에 걸친 공통이슈들과 WTO 협정
의 개별조항들에 대한 협정별 제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협정별 제안은 내용이 방대하고 대부분 WTO 규범의 개도국 특별우대조
치(SDT)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어서 WTO 규범 전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다. 평가 및 전망
1) 평가
� 2002년 중 협상진행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전반적으로 순조롭지만 향후 협
상의 순항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농업과 서비스 등 각국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미 2000년부터 진행됨으로써 이들 분야에 있어 협상목표와 방
식에 대한 대체적인 논의가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임.
－ 특히 서비스협상의 경우 2002년 6월까지 각국은 개방요청서(request)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 3월에는 당초의 일정대로 개방계획서(offer)를 제
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업협상의 경우 2003년 3월까지 협상방식을 타결토록 되어 있으나, 미국
과 케언스그룹, 한국, 일본, EU 등 NTC(Non Trade Concerns)그룹간의 의
견대립에 따라 아직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 여부가 불투명함.

2002년 중 협상진행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전반적으로 순조롭지만
향후 협상의 순항
여부는 아직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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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경우에는 각국간 협상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크
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증대됨에 따
라 2003년 5월까지 협상방식을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함.
－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 무역규범분야와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양해의 개정 등 여타 분야의 경우에도 각국간 활발한 제안서의 제출
이 이루어지고 쟁점들이 속속 부각됨으로써 2003년 중 어느 이슈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002년 중 협상그룹별
로 협상진행 속도가 상
이한데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 중 협상그룹별로 협상
진행 속도가 상이한데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예를 들어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규범분야 등은 비교적 원만하
게 진행되는 데 반해, 농업,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분야 등은 주요국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농업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적
의견을 제기

－ 특히 국제무역계의 일각에서는 DDA협상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농
업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
상진행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이행문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검토, 의약품 문제 등 2002년 말
로 시한이 설정된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개도국들의 DDA협상에 대한 참여의욕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
각도 있음.

2) DDA협상의 특징과 향후 논의 전망
� 2002년 중 진행된 DDA협상은 지난번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동일한 협상목
적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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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모든 국가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투명한 협상진행방식을 채택한
다는 협상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협상조직으로 무역협상위원회를 신설하
고 있다는 점에서 DDA협상과 UR협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유사점과 아울러 DDA협상은 UR협상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점에
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첫째,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든 협상분야에 있
어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DDA협상의
논의과정에 다소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뉴라운드의 명칭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든 협상분야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

도하개발 아젠다로 정해진 만큼 개도국들은 DDA협상을 통해 자국의 경
제발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
임.
－ 둘째, FTA가 최근 확산됨에 따라 회원국간에 WTO협상에 대한 기본자세
의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그동안 주요국들은 GATT/WTO협상이 아
니면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FTA의 확산에 따라 각국
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 특히 미국의회는 2002년 8월에 행정부가 DDA 및 FTA 등 대외무역협
상을 추진할 수 있는 무역증진법안을 처리했음. 이에 따라 미국의회는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에서 과감한 시장개방제안을 제출하였
는데, 동 제안에서는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 완전한 관세철
폐를 내용을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은 FTA가 널리 확산되어 WTO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WTO가 세계무역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시장개방을 지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결국 FTA를 대안으로 검토
하는 이러한 입장은 DDA협상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DDA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경우 DDA협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음.

FTA가 최근 확산됨에 따
라 회원국간에 WTO협
상에 대한 기본자세의
변화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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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은 지난번 UR
협상보다 좀더 폭넓고
과감한 논의

－ 셋째, 협상의제 면에서 DDA협상은 지난번 UR협상보다 좀더 폭넓고 과감
한 논의를 하고 있음. UR협상 당시에 미결의제로 남겨졌던 환경이슈가 본
격적인 DDA협상의제로 포함되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논의
가 착수됨.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소위 싱가
포르 이슈는 제5차 WTO각료회의에서 협상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DDA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음.
� 이처럼 DDA협상은 지난번 UR협상에 비교해 볼 때 협상목표와 원칙 등은
유사하지만 새로운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이점도 가지고
있음.
－ DDA협상은 개도국 이슈의 본격 논의 등으로 인해 좀더 복잡해졌으며, 그
동안 진행된 무역자유화로 인해 추가적 시장개방에 대한 각국의 거부감
이 강해졌기 때문에 향후 논의전망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논의동향에 비
추어 특정 방향을 예단키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와 같은 DDA협상의 특징으로 인해 2003년 상반기의 논의가 향후 협상
의 일차적인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큼.
－ 2003년 3월까지 농업분야의 협상방식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국의 서비스 개방계획서(offer)가 제출될 예정임. 2003년 5월까
지는 비농산물 협상방식을 수립하고 분쟁해결양해협상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 2003년 3월까지 농업분야의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지적재산권과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방식 등 여타 현안 의제와 함께 각
료급의 합의가 필요하게 됨.
� 제5차 WTO각료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DDA협상의 모멘
텀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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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03년 상반기까지의 논의가 향후 DDA협상의 진행 방향을 가늠
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

2003년 상반기까지의
논의가 향후 DDA협상의
진행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 고비

2.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활성화 :
동아시아내 지역주의 움직임과
한∙중∙일 FTA 추진배경

동서남아팀 정인교 연구위원
ikcheong@kiep.go.kr

가.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추세의 개관
� 지역무역협의 체결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불투명했던 1990년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음.
WTO 출범 이후 특혜 무
역협정은 수적으로 확대
되고 적용범위 면에서도
심화되었음.

－ 당시 경제학자들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WTO 체제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RTA)의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와 반대로
WTO 출범 이후 특혜 무역협정은 수적으로 확대되고 적용범위 면에서도
심화되었음. 한편 그동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 많
이 달라졌음.
� WTO 출범 이전 Lester Thurow나 Jagdish Bhagwati 같은 경제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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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를 강하게 반대했음.
－ Thurow는 당시의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는 세계경제를 아시아, 유럽과
북미의 3개 축으로 나뉘게 해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악화시킬 것이
라고 주장했음.
－ Bhagwati는 지역주의 확산은 세계적 무역자유주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
지 못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무역블록
의 확대를 다자교역체제를 허무는 블록(stumbling blocks)이라고 주장했
음.
�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OECD와 WTO 같은 국제기구들이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학습효과, GATT/WTO 등 국제무역규범 인정, 다자간 협상
능력 증진과 다자간 협상 실험장으로서의 RTA의 순기능을 평가하기 시작
했음.
－ 또한 Bergsten은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자유화를 향한 주춧돌이라고 주장
하면서, RTA의 도미노효과가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하게 되며, 정책입안
자로 하여금 쉽게 이행되기 어려운 국내개혁을 강하게 실행하게 하는 경
제개혁의 확실성(lock-in) 효과를 가져다 줌을 강조함.
� <표 II-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00년 7월까지 보고된 RTA가 220개에 이
르렀고 그 중 70%(172)가 실제로 발효되고 있음.

1948~94

1995~2001

WTO에
보고된 RTA

유효한
RTA

진행중인
RTA

124

96

220

172

68

RTA의 수

주 : 1) GATT와 GATS의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모든 무역블록은 GATT/WTO에 보고

되어야 한다.
자료: WTO CRTA.

1990년대 중반에
OECD와 WTO 같은
국제기구들이 RTA의
순기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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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A의 수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해 1997년에는 WTO 회원국가
수를 이미 넘어섰음. 또한 WTO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WTO 회원
국이 평균 5개의 RTA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동아시아내 지역주의 움직임
�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APEC, ASEM과 아세안+3는 아직까지
정책논의 포럼으로 머물러 있을 뿐 배타적 무역블록으로 발전되지 못하
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기본적인 경제협력 틀은 APEC이
라고 할 수 있음.
－ APEC은 다른 대부분의 지역통합체와는 달리 회원국의 자주성을 존중하
고, 역외에 대해서도 무역∙투자의 자유화 성과를 공유하는‘개방적 지역
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국에 대한 배타성
을 특징으로 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경제통합체라고 보기 어려움.
－ NAFTA와 아세안(7개국), 러시아,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 지역 통합간 제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임.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 표방

� 그러나 APEC이‘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회원국간의 문
화적 이질성, 아세안 등 일부 회원국의 미국에 대한 불만과 비협조적 자세
등으로 인해 향후 응집력 있는 지역경제통합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
는 평가가 일반적임.
� 최근까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주로 한국, 중국
등 동북아 국가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이 국가들도 지역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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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대상국

진행 상황

동남아자유무역지대
(AFTA)

2002년 공식 출범. AICO 등 AFTA plus 조치 이행 중. CER,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등으로로의 AFTA 확대 추진 중.

한국∙일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 완료. 산관학
공동연구회 활동 중.

한국∙칠레

FTA 협상 타결(2002. 10). 금년 중 공식 발효 예상.

한국∙뉴질랜드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완료.

한국∙태국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완료.

한국∙싱가포르

싱가포르측에서 FTA 추진 가능성 검토 제안.(1999. 6.)
2003년 산관학 공동연구회 출범.

일본∙싱가포르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EPA) 공식 체결(2002. 1.)

일본∙멕시코

양국 정부 공식적인 협상 진행 중.

일본∙캐나다

민간차원의 논의 진행 중.

싱가포르∙미국

양국 정부 공식적인 협상 진행 중.

싱가포르∙멕시코

양국 정부 공식적인 협상 진행 중.

싱가포르∙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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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r Economic Partnership(CEP) 공식 체결(2000. 11.)

싱가포르∙호주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한 포괄적 FTA 협상 개시 결정.(2000.
11.) 싱가포르는 기존 호주∙뉴질랜드간 FTA에 참여 희망.

중국∙아세안

정부간 공식적인 협상 진행 중. 2004년까지 양허안 타결.

한∙중∙일

한∙중∙일 FTA 공동연구 합의. 2003년 공동연구 개시.

주 : 2003년 1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종합한 것임.

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2002년 10월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싱가포르, 일본, 멕
시코, 아세안 등과의 FTA를 논의하고 있음.
－ 중국은 아세안과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프롬펜 한∙
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 검토를 제의하였음. 특히 지난해에는 아

중국은 한∙중∙일 FTA
검토를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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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1998년 10월, 동경

김 대통령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
발표 및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 제의

1999년 3월, 서울

Obuchi 총리 방한중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양국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지 표명

2000년 5월, 서울

KIEP와 IDE 한∙일 FTA 공동연구결과 발표

2000년 9월, 동경

김 대통령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제안

2002년 1월, 동경

한∙일FTA비즈니스포럼 양국간 FTA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선언문 채택

2002년 3월, 서울

양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FTA산관학공동연구회 설치 합의

2002년 7월, 서울

한∙일FTA산관학공동연구회 1차회의 개최(2차는 동경, 3차는
부산에서 개최됨)

세안과의 FTA 기본구조에 합의하고, 2004년까지 관세양허안 협상을 타결
하기로 함.
－ 한∙중∙일 세 나라 중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
고, 각각 한국, 멕시코, 칠레와 양자간 자유무역 연구그룹을 조직하였고,
아세안과 FTA 타당성을 조사하는 전문가그룹을 조직하였음.
한∙일간 FTA 논의는
민간차원에서 추진

� 1998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한∙일간 FTA 논의는 그동안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와 민간 업계들간의 모임인 한∙일 FTA비즈니스포럼을 통해 비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성숙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2002년 3월 양국 정부는 양국간 FTA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지금까지 세 차례의 회의가 개최
되었음.
� 북미와 유럽과 함께 동아시아는 세계 3대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고,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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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경제개발 모델은 경제위기 전까지 기적으로 불리며 높은 평가를 받
아 왔음.1)
－ 그러나 이념적 갈등과 지도자적 국가의 부재는 동아시아 지역무역블록
형성을 어렵게 했음. 동아시아 무역블록의 최초 제안으로 볼 수 있는 East
Asian Economic Group(EAEG)도 역외국의 방해요소와 역내 국가의 지원
부재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음.
－ 동아시아는 거대한 시장 확대 가능성을 잠재하고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지 못했음. 다행히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최
근 확산되고 있음.
� East Asian Vision Group(EAVG)은 동아시아를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역내 중장기 경제협력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음.
EAVG는 동아시아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개발∙기술 협력, 정보기술
(IT) 개발 등을 통해 경제통합 목표 달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 동아시아는 EU나 NAFTA와 같은 지역적 경제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
일한 지역임. 세계 3대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경제협력 면에
서는 북미와 유럽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정치∙사회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근접성, 생산요소의 보완성, 동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연계성 등으로 동아시아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음.

1) World Bank(1993)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1980년대 평균 7.4%의 성장률을 보였
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각각 1.8%와 1.7%를 기록했다. 아시아국가들은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했다.

EAVG,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 제안

46 Ⅱ. 세계경제환경의 주요 흐름

－ 교역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동아시아의 시장이 자유화되면서 기업들은
보다 큰 역내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 더 나아가 시장
자유화는 고용확대로 이어지며, 선진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증가시켜 동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 또한 생산기술, 제품규격, 유통, AS 등의 일반적 기준이 지역내 국가들로
널리 확산될 수 있음. 아울러 이 기준이 북미나 EU의 것과 마찰을 빚더라
도, 동아시아국가들이 통합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표준 협상에서
동아시아 FTA를 통해
중국경제 부상에 대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동북아나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에서 중국의 급격한 등장 역시, 중국과 협
력모색과 동시에 지속적인 견제의 대상이 되므로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고려할 사항임.
－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경제∙정치적
위상이 제고될 것임. 동아시아 FTA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면서, 중국시
장을 활용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물론 중국과의 양자간 협정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
지만, 동아시아 FTA를 통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다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개발모델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
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음.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시장으로
의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음.
－ 그러나 미국시장 수요가 경기악화와 무역수지적자 누적에 의해 위축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동아시아 자체의 내수시장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FTA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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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FTA는 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동
아시아지역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동아시아 FTA는 일본
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동
참한다면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다. 한∙중∙일의 FTA 추진 배경
1) 한국
� 우리나라 FTA 정책의 기본방향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
에서 정해졌음. 지난해 타결된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중
소형 거점국가와의 FTA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연구를 통해 양자간 FTA
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향후 정밀연구를 통해 경제 및
비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와 칠레는 1999년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APEC 정상회의 때 개최
된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양자간 FTA의 협상 개시에 합의했음.
－ 1999년 12월부터 2000년 말까지 네 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농산물
부문에 대한 이견으로 5차 협상은 2002년 8월까지 미뤄졌음. 양국은 2002
년 10월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음.
� 칠레와의 FTA 외에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가 이
루어지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며, 일본의 대한국 투자가 활성화
될 경우, 일본과의 FTA가 바람직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음.
－ 또한 한∙일 FTA는 양국의 기업들간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많은 이익

한∙칠레 FTA 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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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양국은 2002년 3월 정부가 참여하는
한∙일 FTA 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켰음.
한국, 뉴질랜드와
태국과도 FTA 공동연구

－ 또한 뉴질랜드와 태국과도 양자간 FTA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를 실시하였음.
�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외국
인투자 유입 확대, 경제제도 개선, 대외 개방적 이미지 확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
� FTA 체결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0년대 시작되었으나, 그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를 구체화시키지 못했음.
－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성장정책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음에
도 불구하고, 지역무역블록 확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응은 지역무역협
정하의 국내시장 개방 반대에 부딪혀 미온적인 수준에서 머물렀음.
－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특혜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
는 경제적 이익과 제도개선, 다양한 동태적 이익 등을 재평가하여 지역무
역협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
� 한편 FTA 추진에 대해 국내의 반발도 적지 않음. 취약산업인 농업 관계자
들은 칠레와의 FTA 비준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칠레가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계절이 반대이더라도 칠레는 과일에 대
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비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
결할 경우, 우리 농업에 대한 손실이 아주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칠레와
의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농업계의 우려는 칠레와의 FTA가 타결되면, 향후 다른 지역과의 FT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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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경우 농업분야의 대폭적인 자유화가 불가
피할 것이란 점과 연관되어 있음.

2) 일본
� 동아시아의 NIEs와 더불어 일본은 전후에 형성된 다자체제의 최대 수혜
국가 중의 하나임. 높은 수출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일본은 지역주의에 참
여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으며, 1980년대 이후 확대되었던 배
타적 지역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음.
� 동아시아에서의 최대 경제규모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가진 일본은 지역
주의를 통한 제도적인 경제통합보다는 시장주도 경제통합을 지향해 왔음.
－ 1960년대부터 일본은 투자를 통해 동남아를 생산기지로 삼았고 아세안과
의 경제협력 논의를 양자대화에서부터 시작하였음.
－ 한편 197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국가들이 외교∙안보적 문제로 시작된 아
세안을 중심으로 무역증대와 산업개발을 추진하는 등 동남아국가간 경제
협력 강화, 더 나아가 지역주의 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은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음.
� 1977년 8월 Takeo Fukuda 전 일본총리는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동남아 개발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이어 필리핀 방문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를 강조하는 동남아 정책을
연설형태로 발표하였음.2)

2) 이 연설에서 Fukuda 전 일본총리는“일본은 이 지역밖에 있는 비슷한 생각을 갖는 다
른 국가들과 함께 아세안과 그 회원국과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그들의 결속과
탄력을 강화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인도차이나의 국가들과 상호이
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
바지 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은 시장주도
경제통합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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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일본의 동남아 진출은 본격화되었고, 동시에 이 지역에서 일본의 우
월한 경제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음. 더 나아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의 급상승을 계기로 일본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음.
－ 일본 정부는 AFTA 형성을 지지했고, 동남아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산업협
력 강화를 일본의 대동남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또한 일본은 역사적 과오, 특히 인근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로 인해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한 국가간 블록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
니었음.
－ 냉전시대 동안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재건에 집중하며 국제체제
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뿐이었음. 1990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가 EAEC를 제안했을 때 동아시아의 최대 경제국인 일본이 부정적인 입장
을 보였던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 대한 취약성으로 무
역자유화에 대한 국내의 저항이 적지 않음.

일본, 싱가포르와 FTA
협정 체결

－ 2002년 1월 체결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도 이러한 국내 상황이 반영되
어 농업분야가 실질적으로 제외되었음. 즉 현재 무관세 품목인 농산물만
이 자유화 대상에 포함되었을 뿐, 금붕어, 난초 등 현재 양국간 교역이 이
루어지고 있는 농수산물은 제외되었음.
－ 한편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계기로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입장
을 밝히면서, 아세안과의 FTA에 대한 공동연구그룹의 설치를 아세안에
제의하였음.
� 이제 일본은 동남아에 대해서는 아세안과의 FTA, 동북아에서는 한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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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음.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
입하였고,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그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 더구나 2000년 11월 이후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
자 일본은 지금까지 누려 왔던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중국의 부
상으로 인해 손상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음.
－ 일본의 FTA 추진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중국과의 동아시아내 주도권 쟁
탈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중국
� 중국정부는 2000년 말 처음으로 FTA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음. 한국
과 일본이 FTA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FTA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학자들과 경제단체들이 중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중∙일 3국간 FTA를 제안했을 때도 중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사회주의체제, 높은 대외무역장벽과 저개발 경제시스템, 그리고 산업구
조 면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 또는
일본과 FTA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입장이 못 되었음.
－ 1986년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은 WTO 가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음.

중국, FTA 추진 논의를
적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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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WTO 가입과 관련이 있음. 아세안 국가
들은 중국의 WTO 가입 후 FDI가 중국으로 몰리게 되면 감소될 투자와 무
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
－ 1990년대 들어 중국은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으로
부상했고, 이로 인해 동남아지역에 대한 투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
었음.
－ 1996년을 기점으로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WTO 가입이 이러한 투자전환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였음.
－ 이러한 우려는 2001년 10월 발표된 ASEAN-China Expert Group on
Economic Cooperation의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음.
중국, ASEAN과
FTA 추진 합의

� 2000년 11월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추진(두 지역간의 FTA 가능
성을 포함한)을 제안했음.
－ 2002년 프롬펜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양 지역간 FTA의 기본
구조에 대한 원칙에 합의하였고, 조기자유화(‘Early Harvest’package)를
통해 협정 발효 전에 농산물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어 중국은 동북아 한∙중∙일 3국간 FTA 검토를 제안하였음.
�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이후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본기업의 투자여력
이 줄어들고, 중국이 아세안의 주력 수출품목을 본격적으로 수출함에 따
라 아세안국가들은 투자유입 감소로 인한 생산기반의 약화와 세계시장에
서의 경쟁격화라는 二重苦에 시달리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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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의 개방정책으로 그동안의 자족경제에서 벗어
나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1980년 말 구소련의 붕괴이후
이러한 정책은 가속화되었음.
－ 지난 20년간 중국은 평균 9%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저렴한 임금과 성
장 잠재력이 큰 중국내수시장을 겨냥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막대한 규모로
유입되었음.
－ 1993년 275억 달러이던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에 408억
달러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개도국에 대한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50%
이상에 해당함.
�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동남아국가
들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남아국가들은 부실한 기업지배구조
와 정경유착으로 인해 누적된 외채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견디면서
WTO 가입을 통해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꾸준하게 추진함으로써 다국
적기업의 투자입지로서의 장점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 중국경제의 부상은 일본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대
조적인 상황이 동남아국가들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음.
� 동남아에는 중국화교가 지역경제력을 장악해왔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
다는 점에서 중국과 아세안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
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 지역간 교역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
였음.
－ 1991년 양 지역간 교역규모는 80억 달러로 중국 총 상품교역의 5.8%를 차
지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교역규

중국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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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3배 증가한 244억 달러(중국 총 교역의 8.3%)로 증가했음.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국가들의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현지 통화
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아세안국가들의 수입이 악화된 반면, 동남아국가
들의 대중국 수출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중국, ASEAN과
경제협력 증대

－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국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특히 최근 들어 중국기업들은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
써 양 지역간 분업관계를 강화시켜,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체결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크게 우려
할 만한 요소가 적다는 점과 일본의 영향력이 높았던 지역과의 FTA를 통
해 일본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아세안 전체 10개국
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함에 따라 정치외교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아세안을 첫 FTA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임.

라. 정책시사점
� 본 자료는 동아시아내의 지역주의 움직임을 고찰하고, 동북아 한∙중∙
일 3국의 FTA 추진배경을 분석하였음.
한∙일 FTA 추진으로
동아시아 FTA 기반 강화

� 현재 한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양자간 FTA를 검토 혹은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일 FTA가 동북아 지역의 첫 FTA가 될 가능성이 높음. 한∙일
FTA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으나, 모범적인 FTA의 내용을 도입함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FTA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과 FTA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한∙일 FTA의 이익을 공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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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국에 제시함으로써 양국간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일 FTA 논의에서 일본측은 양국간 무역자
유화를 통한 시장통합만을 주장할 뿐, FTA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지 못하고 있음.
－ 즉 일본은 농업분야를 제외한 일∙싱가포르 EPA를 모델로 하여 한국과의
FTA에서 농업분야 제외를 주장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이나 투자확대 등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알아서 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아세안 FTA가 예상보다 빨리 진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본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중국이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동
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이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음.
－ 그동안 동북아 FTA의 가장 큰 애로가 중국의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중
국의 적극적인 입장 전환은 향후 동북아 FTA 논의를 밝게 해주고 있음.
중국과 일본간 정치적 긴장관계로 우리나라가 조정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제안한 3국간 FTA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과의 FTA를 서둘러 체결하려는 경쟁적 양상은 동아
시아 전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단일의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자국 주도의
FTA hub 구축과 관련이 깊음.
－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FTA간의 규범차이 때문에 Spaghetti Bowl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주의 자체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중국, 한∙중∙일
FTA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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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국가들은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 혹은 동아
시아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에서의 지나친 양자간 FTA 체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
아시아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의 FTA를 먼저 체결하
고, 이를 동남아의 AFTA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동아시아에서는
대규모 FTA 유리

� 복수의 양자간 FTA보다는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FTA와 같은 대규모 FTA
가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이를 가로막는 정치, 경제적
요인이 적지 않음.
－ 동아시아 전지역의 단일 FTA 추진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FTA 협정
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 및 아세안과의 양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아세안 및 한∙중∙일 FTA도 동시에 논의∙
추진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 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를 동아시아내 FTA hub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FTA 기반조성 차원에서
농업분야 개방 불가피

� 마지막으로 한∙중∙일 및 동아시아 FTA에서는 농업분야의 개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임. 농업분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없이
는 본격적인 FTA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정부는 DDA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FTA 기반조성 차원에서 농업분야 개
방과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함. 또한 무역자유화로 인한 구조조정지원 및
피해산업 보상을 위한‘무역구조조정법’을 조기에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3. 중국경제의 부상과 세계경제의
판도변화

동북아팀 이장규 팀장, 임홍수 연구원
cklee57@kiep.go.kr, hslim@kiep.go.kr

가. 중국경제 부상의 양면성
� 중국은 국내기업의 약진과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산
업집적지를 형성하면서�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13억
인구와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으로 거대 소비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처럼 중국의 부상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그리고 거대시장으로서
의 중국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실질 GDP는 1980년대에 평균 9.7%, 1990년대 평균 10.2%의 고도성장
을 기록

중국의 부상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그리고 거대시장으로서
의 중국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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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
1) 생산비용 비교를 통한 중국경제의 경쟁력
중국의 생산직 임금은
한국의 약 12%에
불과하고 공단분양가는
23%, 차입금리는 2%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중 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경련(2002
년 4월)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한∙중간 생산비용을 비교
하면, 우선 중국의 생산직 임금은 한국의 약 12%에 불과하고 공단분양가
는 23%, 차입금리는 2%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세한 내용
은 표 II-5 참조)
� 또한 일∙중간 생산비용의 격차는 더욱 차이가 나는데, 일본의 임금수준
은 중국의 26�32배 수준이며, 중국에서는 월 5백�8백 위안의 급여수준
으로 잔업, 토요일 근무도 가능하고 QC 활동도 열심히 하는 양질의 저렴
한 노동력이 농촌지역으로부터 대량 공급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도 당분간 중국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급속한 임금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중국에서 공단분양가는 일본의 단지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자세한 내용은 표 II-6 참조)

2) 산업집적지의 발달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가공조립산업에서 부품
조달비용 절감 및 부품
조달시간 단축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가공조립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제
조원가의 약 80%는 부품자재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조달비용 절
감 및 부품조달시간 단축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중국 심천, 상해 등지보다도 임금이 저렴하지만
부품산업을 위시하여 산업집적지가 광범위하게 발달한 중국의 주강델타,
장강델타 지역에 비하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
－ 중국산업 발전의 특징의 하나는 이처럼 외국기업의 진출이 중국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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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산업집적지를 형성하는 것인데, 조립가공기업의 입지가 발달하면서
부품기업의 입지가 발달하고 따라서 부품기업 발전의 매력에 따라 조립
가공기업이 집적되는 善순환이 진행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음.
－ 주강델타 지역은 1979년 개혁∙개방 이후 홍콩기업의 진출로 시작하여
수많은 외국기업이 진출함에 따라 세계 유수의 전자 전기산업 집적지가
형성되었음.

평균 차입금리
차입시 필요한 서류 수
평균 차입소요기간
평균 법인세율
생산직 시간당 임금
관리직 시간당 임금
공단분양가
물류비(매출액 대비)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서류수

한 국

중 국

7.6%
7.0개
19일
24.8%
7.75달러
7.94달러
149달러/m2
8.75%
34.6개

5.6%
6.6개
25일
28%
0.92달러
1.15달러
35달러/m2
4.67%
18.2개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한중 경쟁력 요소비용 실태비교�,2002. 5.

일반직공 월급여
중견기술자 월급여
중간관리직 월급여
공단분양가(/m2)
사무실 임대료(월, /m2)
전화기본요금
영업용 전기요금(Kwh)
영업용 수도요금(m3)
부가가치세율(기본세율)
법인세율

일 본

중 국

3,288
4,234�5,001
5,246�6,222
1,539
30.7�36.4
15.55
0.14
0.36
5%
30%

70�135
219�458
318�632
31.03
14.27
4.52
0.09�0.12
0.23, 0.29
17%
15%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世界の工場 - 中國の躍進と實像�,20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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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델타 지역은 인구가 많고 거대한 소비시장을 배후로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상공업이 발달한 경험이 있고, 상해시를 중심으로 풍부한
자금원을 보유하고 있어, 1990년대 들어 일본의 가전, 기계업체, 구미의
통신,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이 장강델타 지역에 진출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1) 최근 동향
1996년부터 외국인직접
투자의 비중은 70%를
초과하게 되어,
중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1990�95년 중국에서 전체 외자유입액의 62.7%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형
태로 중국에 유입되었는데, 1996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70%를
초과하게 되어,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
음.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01년에 전년에 비하여 14.9% 증가한
468억 달러를 기록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하
게 유입되고 있음.
○ <표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
자가 동, 남,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입된 해외투자총액의 31.1%로 급감
한 것은 중국의 WTO 가입을 예상하고, 상당수의 해외자본이 홍콩으로
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임.
○ 이것은 중국경제와 관련하여 홍콩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기능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2000년에 약 619억 달러가
홍콩으로 유입되었으나 2001년에는 63% 감소한 228억 달러를 기록.
－ 2002년 상반기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함에
따라 중국으로의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증가
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는 2000�01년 중국으로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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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유입액의 약 1/3은 기존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재투자
임.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중국비즈니스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p.56).
� 산업∙교역구조상 중국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
보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이 보다 명확하게 나
타나고 있음.
－ 동, 남,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중에서 아세안-4
국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표 II-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0�95년 22.0%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계속 하락하
여, 1999년에는 5.3%, 2000년에는 2.5%, 2001년에는 3.1%에 불과
－ 반면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01년에 동, 남, 동남

(단위: 백만 달러)

FDI
유입

전세계

1990�95
225,321
(평균)

동, 남,
동남아시
아
(A)

중국
(B)

아세안
(C)

44,564

19,369

9,808

(B)/(A)
%

(C)/(A)
%

중국의 총
외자유입액
중에서 FDI
비율 (%)

43.463334 22.008796

62.7

1996

384,910

87,843

40,180

17,281

545.7

19.672598

76.1

1997

478,082

96,338

44,237

15,876

45.9

16.479479

70.3

1998

694,457

86,252

43,751

9,253

50.7

10.727867

77.6

1999

1,088,263 99,990

40,319

5,299

40.3

5.29953

76.6

2000

1,491,934 131,123

40,772

3,292

31.094469.

2.5

68.6

46,846

2,928

49.6

3.102845

94.4

2001

735,146

94,365

출처: 중국통계연감,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도착 기준).

아세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4개국(ASEAN-4)을 의미.

아세안 국가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
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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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49.6%를 차지
－ 한편 JBIC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 제조업기업의 57%가 아세안 지역보
다는 중국을 양호한 외국인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또
한 JETRO가 2001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 제조업부문
의 다국적기업의 1/5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일본 및 다른 지역의 해
외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pp. 44�45).

2) 외국인직접투자와 선진기술의 동반 유입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는 자본집약적
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도 외국인직접투
자가 활발히 유입되고
있음.

� 1980년대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는 자본집약적 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도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유입되고 있음.
－ 최근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서 약 400개 기업의 2천여 개의 프
로젝트를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R&D투자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
고 있음. 모토롤라, 마이크로 소프트, GE 등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100여 개의 R&D센터를 운영(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Promoting Linkages, 2001.)
－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첨단기술 도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첨단제품의 완성품 수입을 크게 축소
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이에 따라 중국에서 첨단기술의 도입 및 전파
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한편 중국에서 노동집약적 가공 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발, 완구, 일부 가전제품 등의 부문에서는 오히
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내에서는 생
산설비과잉 문제도 있어서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에도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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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외수출의 성장
� 중국의 수출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는 고속성장세를 나타내어 2001
년에는 세계 제6위 수출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아세안-4 국가의 수출비중을 초과
� 공업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은 2001년 영국을 추월하였고 2002년
혹은 2003년 중으로 프랑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 독일 및 일본
에 이어 세계 제4위 공업제품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恒生經
濟月報, 2002년 9월)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일본

8.4

8.6

7.7

7.6

7.1

7.4

7.6

6.6

중국

1.8

2.9

2.8

3.3

3.4

3.5

3.9

4.4

홍콩

2.4

3.4

3.4

3.4

3.2

3.1

3.2

3.1

한국

1.9

2.4

2.4

2.5

2.4

2.5

2.7

2.5

싱가포르

1.5

2.3

2.3

2.3

2.0

2.0

2.2

2.0

ASEAN4

2.5

3.8

3.8

3.9

3.8

4.0

4.2

4.0

자료: IFS 2002년판.

단위: %
ASEAN4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을 의미.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일본

6.7

6.5

6.4

6.0

5.1

5.4

5.8

5.5

중국

1.5

2.5

2.6

2.5

2.5

2.9

3.2

3.9

홍콩

2.3

3.7

3.6

3.7

3.3

3.1

3.3

3.2

한국

2.0

2.6

2.8

2.6

1.7

2.1

2.5

2.2

싱가포르

1.7

2.4

2.4

2.4

1.9

1.9

2.1

1.8

ASEAN4

2.8

4.2

4.2

3.4

2.9

3.0

3.2

3.1

자료: 상동.

중국은 2001년에는
세계 제6위 수출국가로
부상하였으며, 2002년
혹은 2003년 중으로
세계 제4위 공업제품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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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TV

24.6

VTR

23.2

DVD 플레이어

38.3

粗鋼

14.9

휴대전화

12.9

자동차

3.6

Desktop PC

11.9

에어컨

38.7

HDD

6.9

에틸렌

6.0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世界の工場 - 中國の躍進と實像�,2002. 5.

－ 외국기업들이 TV,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등의 가전제품
의 주력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당초 합작파트너가 아닌
판매제휴파트너였던 중국기업 또한 자체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컬러 TV,
DVD 플레이어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4.6%, 38.3%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가전제품은 구미시장, 아시아시장, 남미시장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
을 시작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상품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제품이 범람함에
따라 통상마찰이
현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계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어 최근 들어 통상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덤핑조사 및 덤핑판정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로서 2002년 상반기에도 중국은 16건의 새로운 덤핑조사를 받았으며, 동
기간 19건의 덤핑판정을 받음.
－ 2002년 10월 미국 무역위원회는 통상법 421조에 의거 일부 중국산 기계부
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합의한 사항으로 덤핑에 대한 증거가 없
어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에 의거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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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에서 중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배경
－ 첫째, 구미 및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전략에서 중국을 주요 생산거점으로 선정하여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둘째, 대형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중국에서 OEM 생산을 포함하여 위탁생산을 늘리
고 있음.
－ 셋째, 중국기업 역시 국내시장의 공급과잉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사
업을 전개하고 있어 구미 그리고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제품의 수출을 늘리
고 있음 (중국은 1996년부터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의 위험
－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은 우선 NAFTA, EU 등 세계경제의 통합추세로 공급
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IT 산업을 위시하여 급속한 기술진보 및 미국경
제의 침체 등도 세계경제 디플레이션 위험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저가수출 역시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중국의�세계의 공장�부상은 지난 세기 미국의 공업화가
세계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2. 10. 17)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최초로 미국이 이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세계의 공장�에서 나온 중국제품이 범람함에 따라 통상마
찰이 현저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마. 중국의 내수시장
1) 중국경제의 규모
� 구매력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GDP를 평가하면 <표 Ⅱ-11>에서 보여주는

구매력 평가기준을 사용
하여 GDP를 평가하면
중국은 1995년 이후부
터 미국에 이어 세계 제2
위 경제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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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중국은 1995년 이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임.
－ 만약 미국 및 중국이 1991�2001년의 평균성장률(미국 5.2%, 중국
12.0%)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2010년부터 중국
의 GDP(구매력 평가기준)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0년에 구매력 평가기준에 의거한 1인당 GDP 규모는 미국이
49,542달러, 중국은 10,968달러 수준으로 추산됨.

2) 중국 내수시장의 특성
중국은 소비수준이
향상되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음.

� 중국은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여전히 저소득 국가이지만 13억 인구와 20여
년에 걸친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소비수준이 향상되어 도시지역을 중심으
로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음.

(단위: 백만 국제달러)

중국

일본

한국

미국

1991

1,773,100

2,635,270

426,373

5,959,636

1992

2,104,465

2,753,578

466,561

6,396,177

1993

2,438,013

2,813,103

500,796

6,701,231

1994

2,799,852

2,894,810

551,955

7,100,364

1995

3,243,243

3,035,538

621,547

7,489,575

1996

3,584,995

3,164,000

670,936

7,848,546

1997

3,877,405

3,203,388

703,438

8,179,624

1998

4,168,733

3,141,089

659,469

8,426,930

1999

4,566,288

3,239,664

744,021

8,947,328

2000

5,019,395

3,394,373

821,652

9,612,680

2001

5,505,714

3,444,549

864,497

9,906,927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World Bank, 2002. 단 2001년 자료는

http://www.worldbank.org/data/quickreference/quickref.html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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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PC, 휴대전화 등의 첨단제품의 소비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거대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중국의 정보 산업부(MII) 발표에 의하면 이
동통신 가입자수가 2001년 7월 말 기준으로 약 1억 2,060만 명으로 1억
2,010만 명의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
� 한편 중국의 내수시장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1인당 소득수준(구
매력 평가기준)으로 4개 지역으로 분류.(�中國經濟時報�, 2001. 4. 17)
－ 첫째는 상해, 북경, 심천의 고소득 지역은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1인당 소
득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며, 둘째 지역은 연해지역, 즉 광동, 복건, 강

중국의 내수시장도
지역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해, 북경, 심천
지역, 연해지역, 중부지
역 및 서부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소, 절강, 산동, 천진 지역으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 첫째와 둘째 지
역의 인구를 합하면 약 3억 명 규모
－ 셋째 지역은 중부지역, 서부지역은 넷째 지역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개
도국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일∙중시장규모 비교조사에 의하면 2001년 기준으로 중국시장의 규모는
철강제품의 경우 일본의 2배, 휴대전화 2배, DVD 플레이어 3배, 피아노 5
배, 맥주 3배로 평가하고 있음. �世界週報�
(
, 2002. 7. 30)
� 중국 내수시장이 점차 거대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른바‘중국효과
(China Effect)’의 현상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02년 들어 미국이 아닌 중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 대만, 싱가포
르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이것은 단기적으로 세
계 경기회복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중국이 아시아의 일부 이웃
국가에 있어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고 있음을 반영.(Wall Street Journal,
2002. 5. 21)
－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도시지역 소비자들은 한국, 대만, 일본 등

2002년 들어 중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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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대)

1985

1990

1995

1999

2000

2001

세탁기

48.29

78.41

88.97

91.44

90.52

92.22

냉장고

6.58

42.33

66.22

77.74

80.13

81.87

컬러TV

17.21

59.04

89.79

111.57

116.56

120.52

비디오플레이어

-

-

-

24.71

37.53

42.62

휴대전화

-

-

-

-

19.49

33.97

PC

-

-

-

-

9.72

13.31

에어컨

-

-

-

-

30.76

35.79

자료: 중국통계연감.

의 많은 엔터테인먼트 및 소비재 업체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내 공장들은 역내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와 제품을 만들어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가공∙조립하여 수출하고
있음. 이것은 중국의 수출 증가가 이들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소위‘중국효과(China effect)’는 많은 아시아 국가 기업들의 수익 실적에
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만의 Formosa Plastics과 한국의 삼성전자는 중
국에서의 판매 강세가 2002년도 1분기 수익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였고, 대한항공은 2002년 1분기에 흑자로 전환됐는데, 이는 수익성 없
는 미국 운항을 축소하고 중국 운항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
음.
－ 아시아 역내무역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시장에서의 최종수요(輸入)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파생
수요로서의 역내무역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함(宗像直子,�日中關係의の
轉機�, 東洋經濟出版社, 2001).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을 위해서는 역내시장에서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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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국내수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은 역내 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음.

3) 중국의 산업구조
�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산업구조는 경공업부
터 중공업 또한 지식집약형 산업이 이른바 동거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
으며 이것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광범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
－ 예를 들면 중국 내륙지방에서는 19세기의 공장제 수공업형태 기업이 있
는 반면 우주 관련 산업 및 일부 군사산업은 세계 최첨단 수준임.
－ 중국의 산업구조의 특징은 이처럼 섬유산업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산
업과 전기기계 등 비교적 기술집약적인 산업 등이 동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그림 II-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전기기계
및 기재, 전자통신설비 부문은 중국공업 전체의 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같이 중국은 광범위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예를 들면 중국의 기계 산업의
발전은 아세안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신흥공업국가 혹은 일본과의 경쟁
이 치열해지고 있음. 이같이 중국의 부상에 의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아시아 전체로서는 효율적인 분업체제가 구축
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중국의 산업구조는
경공업부터 중공업 또한
지식집약형 산업이
이른바 동거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광범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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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전체

섬유

20.0

16.0

17.8

18.0
14.2

12.0
11.4

12.0

성장률(%)

성장률(%)

14.0

8.9

10.0
8.0

7.3

6.0

9.2

10.0
8.0
6.0

4.0

4.0

2.0

2.0

0.0

13.7

14.0

16.0

3.5

2.6

1996

1997

1999

2000

0.8

0.0

2001

1996

1997

봉제

2000

15.0

14.0

20.9
20.0

13.3
13.1

12.4

성장률(%)

12.0
13.3

15.0

10.0

10.0
8.0
6.0

4.9
4.4

4.0
5.0

2001

일반기계
16.0

25.0

성장률(%)

1999

3.9
2.0

0.0

1.0
1996

1997

1999

0.0
2000

1996

2001

1997

전기기계 및 기재

2000

2001

전자 및 통신설비
35.0

25.0

30.0

20.2

20.0

17.9

15.0
13.4
10.0

10.0

29.5

28.5

25.0

10.8

성장률(%)

성장률(%)

1999

20.0

19.1

20.6

19.2

15.0
10.0

5.0

0.0

5.0
0.0
1996

1997

1999

2000

2001

1996

1997

1999

2000

2001

자료: 중국통계연감. 단, 1996�97년은 독립회계기업 대상, 1999�2001년은 일정규모 이상의

국유 및 비국유기업 포함(총생산액 기준).

4) 중국기업의 약진

중국의 국유기업 및
비국유기업의 해외진출
역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역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의 12대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산은 약 3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총매출은 330억 달
러, 해외고용인원은 약 2만 명에 상당 (자세한 내용은 표 II-13 참조)
－ 중국의 다국적 기업은 주로 국유기업인데, 최근에는 통신부문의 華爲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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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명, %)

기업

업종

中運集團
운송
中國海洋石油總公司
석유
中國建築工程總公司
건설
中國�油食品進出口公司 무역
中國石油天然氣集團公司 석유
中國化學進出口公司
무역
首鋼集團
제철
中國鑛産進出口公司
무역
中國港灣建設總公司
건설
上海寶鋼集團公司
제철
海爾集團
가전
中興通訊
통신장비

해외
자산

총
자산

해외
매출

총
매출

해외
고용

총
고용

TNI

9,382
4,814
3,739
3,707
3,350
2,788
969
729
520
383
328
17

16,926
8,635
8,099
5,014
83,254
4,928
6,675
2,797
3,271
19,389
3,188
1,205

2,149
976
1,818
6,446
1,600
9,148
467
998
6,579
1,211
976
260

6,757
3,669
5,790
13,004
41,089
16,011
4,401
4,277
17,826
8,643
7,260
1,685

4,124
13
6,833
359
4,400
350
2,086
570
812
50
803
120

74,669
24,406
236,464
25,000
1,167,129
7,950
179,997
7,145
70,160
113,896
31,281
12,961

30.9
27.5
26.8
41.6
2.8
39.4
8.8
9.1
18.0
5.3
8.8
5.9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TNI : Transnationality Index (총자산대비 해외자산, 총매출대비 해외매출, 총고용대비 해외고

용의 평균으로 산출)

術有限公司(40개국 진출), 자동차부품 萬向集團,(9개국) 등 비국유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바. 향후 전망
� 향후 중국경제 부상과 세계경제의 판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의 하나는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이라 할 수 있음. 중국의
WTO 가입은 향후 중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임.
－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을 점차적으로 개
방하게 되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격렬해지면서 중국의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임.

중국의 WTO 가입은
향후 중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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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가입으로 향후 중국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가속화된다면 중국
은 단순한 양적인 성장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장의 질적인 향상, 성장의 지
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임.
－ 또한 중국의 부상이 향후 지속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공장이
라는 수출 지향적 경제발전 모형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가
중국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동력이 되는 경제발전 모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III. 2003년 세계경제
전망

1. 성장 및 교역

세계지역연구센터 김박수 소장
bskim@kiep.go.kr

가. 세계경제 동향
� 2002년의 세계경제는 2001년의 침체에서 연초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미국기업의 회계부정, 대이라크 전쟁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
축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약화됨.
－ 미국경제는 2002년 1/4분기와 3/4분기에는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
업의 회계부정, 대이라크 전쟁가능성, 주식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경기회
복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도 1940년 이래 최소인
1.25%로 하락됨.

2002년의 세계경제는
대이라크 전쟁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회복세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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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및 유로경제는 상반기 수출의 회복에 따라 경기가 미약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미국경기의 회복지연, 주가하락, 중동정세의 불안정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회복
되지 않아 경기회복세가 둔화되었음.
－ 개도권에서는 중국과 한국 등이 내수와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
을 보인 아시아는 2002년 중 5%를 넘는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중남미는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가 브라질로 전염되고, 베네수엘라 정정불안과 파
업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음.

나. 세계경제성장 전망
2003년 세계경제의
성장은 대이라크전의
발발에 크게 달려 있으
나, 전쟁이 조기에 종결
되는 경우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임.

� 2003년 세계경제의 성장은 대이라크전의 발발에 크게 달려 있으나, 전쟁

미국경제는 2003년
2.5% 내외의 성장 예상

� 미국경제는 저금리정책과 대규모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이라크 전

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하
반기 이후 미국경제를 선두로 일본 및 유로경제 등 선진권경제가 점진적
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회복세가 개도권경제에 파급
될 것으로 전망됨.

쟁가능성, 경상수지의 적자확대 등 불확실성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2003년
상반기에는 2% 초반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4/4분기에 가서야 3%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여 연간으로는 2.5% 내외의 성장이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1/4분기 중에 해소될 경우 2/4분기부터 본격적
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의 연간 성장률은 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됨.
－ 그러나 전쟁이 6�12주간 지속되는 중기전이나 장기전으로 발전할 경우
에는 미국경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극심한 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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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2003년 미국경제는 대이라크 전쟁가능성, 경상수지적자의 확대와 그에
따른 달러화 환율의 조정 가능성,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마이너스 부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 등의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음.
－ 미국경제를 지탱해온 개인소비지출은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강력한 조세
감면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탄력을 받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나 고
용불안, 주식시장의 침체 및 대이라크 전쟁가능성에 의해 소비심리가 위

(단위 : 전년비 성장률, %)

전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EU
독일
프랑스
영국
개도권
아시아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브라질
체제전환권
CIS
러시아
중동구

2000

2001

2002

4.7
3.8
3.8
2.4
3.5
2.9
4.2
3.1
5.7
6.7
8.0
5.4
6.1
3.0
4.0
4.4
6.6
8.4
9.0
3.8

2.2
0.8
0.3
-0.3
1.6
0.6
1.8
1.9
3.9
5.6
7.3
4.1
1.5
3.5
0.6
1.5
5.0
6.3
5.0
3.0

2.8
1.5
2.4
-0.7
0.9
0.4
1.0
1.5
4.2
6.1
7.9
5.0
3.6
3.1
-0.6
1.2
3.9
4.6
4.0
2.7

주: 2002년은 IMF, OECD 전망 종합.
자료: IMF(2002.9), World Economic Outlook.

OECD(2002.11), OECD Economic Outlook.
Global Insight(2002.12), World Overview.

2003
IMF
3.7
2.5
2.6
1.1
2.3
2.0
2.3
2.4
5.2
6.3
7.2
5.7
4.7
4.2
3.0
3.0
4.5
4.9
4.9
3.8

OECD
2.2
2.6
0.8
1.9
1.5
1.9
2.2

7.5

2.0

4.5

GI
2.8
2.9
2.0
1.7
1.0
1.5
2.6
6.0
7.8
5.7
3.2
3.4
2.3
1.5
4.4
3.8
3.6

2003년 미국경제는
대 이라크전, 경상수지
적자 확대, 환율의
급변동 등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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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산업생산도 2002년 8�10월의 하락기조는 벗어났으나, 산업기계 및 설비,
섬유, 가구, 통신기기 및 장비의 생산지수는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음.
－ 2002년 4월 6%를 기록하였던 실업률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11월에 다시
6%에 도달하여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기회복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1998년에 1969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반전된 재정수지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감세조치 및 9.11사태의 수습을 위한 지출의 증가로 2002년에
는 5년 만에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부시 행정부의 추가감세조치를
감안하는 경우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연방기금 금리는 2002년 11월에 1.25%로 인하되어 1961년 이후 가장 낮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동향을 주시하면서 금리정책을 펴
나갈 것이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대두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달러화 환율은 9.11 테러사태 이후 달러화가 안정통화로서의 기능이 약화
되었고, 경상수지적자의 확대와 대이라크전 가능성에 따라 당분간 약세
를 유지할 전망이나 약세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2002년에 GDP 대비
4.6%에 이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3
년 중 GDP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2002년에 GDP 대비 4.6%에 이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 중
GDP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경상수
지 개선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는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상기 불안 요인들을 평가해 볼 때 미국경제는 2003년 상반기까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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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지도 악화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
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
� 일본경제는 미국의 대이라크전 등의 불투명성이 해소되면서 세계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일본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신장에 반영
될 경우 2002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03년에는 1% 내외의 플러
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마이
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2002년 일본경제의 회복기조는 개인소비와 수출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으
나,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지연과 미국의 대이라크전 가능성에 따
른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소비지출과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
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2003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2002년 2/4분기 다소 회복기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3/4분기에 다
시 마이너스로 돌아섬으로써 고용불안이 야기되어 2002년 10월 실업률이
과거 최고수준인 5.5%를 경신함에 따라 소비심리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주가가 19년 만에 최저치(9,000포인트 붕괴)를 경신함에 따라
2003년 3월 말 기업의 연말결산은 최악의 사태가 예고되고 있어, 설비투
자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주택건설투자와 공공투자 역시 2002년 들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
어, 일본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
하고 있음.
－ 수출은 2002년 1/4분기부터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세
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3/4분기 이후 엔화의 강세화
는 수출증가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일본경제는 2003년에는
1% 내외의 플러스 성장
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마이너
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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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부실채권 처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2002년 3월 현재 부실채권잔액은 약 53조엔으
로 GDP의 1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함.
○ 더구나 2002년 9월부터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심사기준의 강화로 인해
향후 부실채권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 부실채권의 처리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유망 신산업의 육성∙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장기적으로 공급능력의 축소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현재 일본경제에 요구되
고 있는 것은 부실채권
의 조기 해결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디플레이션 해소에 정책
적 우선순위 부여임.

� 현재 일본경제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부실채권의 조기 해결을 통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와 디플레이션 해소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가능
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추진하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정부는 2002년 10월 30일 2004년까지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잔
액비율을 50%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금융재생 프로그램」과 함께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종합 디플레이션 대책」을 발표함.
○ 동 대책의 핵심은 부실채권 처리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경제활성
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우선과제로서 은행의 대출감사기
능 강화 및 자기자본에 대한 엄격한 사정을 추진하는 것임.
－ 그러나 동 대책은 이미 발표된 경제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며, 핵심적인 개혁안은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후퇴됨에 따라
일본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디플레이션의 해소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되고 있음.

EU경제는 2003년에도
2%를 밑도는 낮은 성장
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EU경제는 2001년 4/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났으나, 2002년에
는 2001년보다 침체된 0.9%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3
년에도 2%를 밑도는 낮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상반기 중 수출증대와 내수의 증가로 다소 회복세를 보인 E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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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4분기에 미국주가의 급락과 달러화 약세 등으로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음.
○ 특히 EU경제는 실업증대 및 주식시장의 침체 등 역내의 불안요인들뿐
만 아니라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가능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과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등 해외의 불안요인들로 인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EU경제가 또다시 경기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02년 12월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2.75%로 0.5% 포인트
인하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국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자
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안정 및 성
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상의 재정수지균형 달성시한을 2004년
에서 2년 연장한 2006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 국가별로 보면 EU 주요 회원국 중 영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가고 있으나 유로권 총 GDP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
리아의 3국은 여전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회복이 불투명한 실정임.
� 2002년 상반기에 경기회복세를 보였던 독일경제는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
의 경기불안과 함께 경기가 둔화되어 2002년 중 0.3%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3년에도 1% 내외의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독일경제의 어두운 경기전망에 따라 기업신뢰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2002년 3/4분기에 8분기 연속하여 감소
세를 보이고 있음.
－ 독일경제의 둔화세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측면도 있으나, 통일후
유증, 과도한 사회보장, 재정적자,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보다 구조적인

영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가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3국은 여전
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회복이 불투명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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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기인하고 있어 독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 독일정부는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 2003년 중 세율인상과 정부지출 축
소 등 긴축재정을 운용할 예정이어서 경기부양조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의 경제전망은 밝지 않음.

프랑스경제도 2003년에
도 1.5% 내외에 그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음.

� 프랑스경제도 성장률이 2001년 1.8%에서 2002년에는 0.9%로 둔화되었으
며, 2003년에도 1.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프랑스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는 것은 미국의 대이라크전 가능성으로 인
해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침체되고 있으며,
유로화의 강세로 수출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 데 기인함.
－ 다만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세금감면과 저금리기조 및 낮은 인플레이션
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가가 프랑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이탈리아는 2001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감면과 정부지출의 확대를
시행해 왔으나 2002년에는 성장률이 0.4%에 그쳤고, 2003년에는 1.4%의
성장이 예상됨.
－ 향후 이탈리아의 경기회복은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미국경제
의 불안정과 독일경제의 침체로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임.
－ 내수도 최근 소비자 및 기업신뢰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재정적자의 확대
로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영국은 민간소비지출의
확대와 주택시장의 활황
에 힘입어 2003년에도
2.6%의 건실한
성장세가 예상됨.

� 비유로 EU회원국인 영국은 민간소비지출의 확대와 주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2002년의 1.5% 성장에 이어 2003년에도 2.6%의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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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의 영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재
정흑자에 따른 다양한 재정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비유로국가로서
신축적인 금리조정이 가능하여 상대적인 고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지난 6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경기의 상승이
버블로 확인되고 버블이 꺼질 경우 주택가격의 폭락이 내수의 위축과 은
행권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임.
� 2001년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7.3%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바 있
는 중국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7.8�7.9%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
으로 예상됨.
－ 중국의 고도성장은 국내소비 활성화, 고정자산투자의 증가, 수출 및 외국
인투자 증가 등 경제 각 부문의 호조에 기인함.
－ 중국정부의 공격적인 확대 재정정책 및 고정자산투자의 증가가 소비자의
가계수입에 반영되면서 소비지출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던 농촌경제가 WTO 가입을 계기로 정부
의 지원이 급증하고 있어 지원이 실물에 반영되는 올해에는 농촌 소비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소비시장의 활성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2년의 마이너스
에서 2003년에는 플러스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수출은 미 달러화가 약세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달러에 연동된 위
안화의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전년비 14.6% 증가한 3,050억 달
러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와 관세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2001년보다 90억 달러 늘어난 315억 달러
를 기록함.

중국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7.8�7.9%
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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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2년 중 5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사상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올라섬.
－ 2003년도 중국경제의 가장 큰 관건은 단순한 고도성장의 달성이 아니라
국유기업의 개혁, 실업문제 해결, 농촌경제의 경쟁력 제고 등 경제의 구조
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있음.
동남아경제는 2003년에
는 대외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4.5%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동남아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2001년에는 2%의 성장에 그쳤으나, 각
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실시로 2002년에는 3.8%로 성장이 회
복되었으며, 2003년에는 대외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4.5% 정
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동남아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의 급등,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
으로 보임.
－ 동남아경제 회복의 원인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민간소비지출 호조, 필리핀의 경우 수
출과 민간소비지출의 호조, 인도네시아의 경우 투자부진 속에 농업부문
의 생산호조가 회복세를 주도함.
○ 이 국가들은 지속되고 있는 내구 및 민간수요의 확대, 경제개혁 및 구
조조정의 지속, 중국에 대한 수출의 확대 등으로 인해 2003년에도 4�
5%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던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2000년을 피크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 농업작황의 호조, 섬유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 호조, 관광분야의 회복 등에 힘입어 6%
수준의 성장을 이룰 전망임.
○ 특히 베트남경제는 2001년 12월 체결된 미국과의 무역정상화(NTR)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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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발한 유입과 수출의 호조로 6%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02년에 공식으로 출범한 ASEAN의 자유무역지대(AFTA)뿐만 아니라
ASEAN을 둘러싼 FTA 움직임은 동남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2년 10월 발생한 발리섬의 테러사건의 여파로 동남아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객의 급감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동남아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 중남미경제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전염과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혼
란으로 2002년에 최악의 마이너스성장을 경험하였으나, 2003년에는 대내
외 경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2�3%의 완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중남미경제의 향방은 2002년과 마찬가지로 대내적으로는 아르헨
티나 경제위기의 신속한 해결과 브라질 좌파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안정,
그리고 내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회복에 크게 좌우될 전망임.
－ 미국경제의 회복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50%를 상회하는 중남미국가들의
수출확대는 물론 주력 수출상품인 1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중남미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임.
－ 특히 미국정부가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안데스지역 국가
들의 마약퇴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특혜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
10월 발효시킨 안데스무역촉진 및 마약퇴치법(ATPDEA)은 안데스국가들
의 수출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남미를 둘러싼 일부 대외환경의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2003

중남미경제는 2003년에
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2�3%의
완만한 경제성장을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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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남미경제는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여
전히 어려움을 겪을 전망임.
○ 2001년 말 디폴트 선언 전후로 극에 달했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전
염효과는 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긴 했지만, 2003년에도 여전히 중남
미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작용할 전망이여, 좌파정부의 출범에 따
라 예상되는 브라질경제의 불확실성도 중남미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중남미지역의 환율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적어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
거가 끝나고, 브라질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2003년 상반기까
지는 지속될 전망임.
－ 지속적인 중남미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1998년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 2002년 최저점을 기록했던 중남미지역에 대한 외국인
민간자본의 유입도 소폭의 증가에 그칠 전망임.
○ 특히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이후 중남미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에 반감을 가진 좌파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민영화 등 시장지향 개혁정
책이 퇴조조짐을 보이면서 2003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2년과 비슷
한 36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다. 세계교역 전망
2003년에는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8%
수준의 증가가 예상됨.

� 세계경제의 침체로 2001년 마이너스를 보였던 세계교역은 2002년 세계경
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2% 수준의 증가를 보였으며, 2003년에는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8% 수준의 증가가 예상됨.
－ 2001년과 2002년에 침체를 보였던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은 급증하는 반
면 동 기간에도 어느 정도 수입증가를 보였던 개발도상국의 수입은 증가
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뒤지나 견실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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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세계

13.1

-0.4

2.3

8.9

9.7

미

국

18.9

-0.7

2.2

6.7

8.3

일

본

21.3

-0.9

-0.4

10.2

11.9

E

U

4.8

-0.2

-0.8

8.9

11.3

아시아

25.7

-0.7

7.6

11.9

10.6

중남미

16.3

-0.3

-0.7

4.0

5.7

중

동

-0.9

2.5

3.9

5.1

5.2

아프리카

2.1

5.2

2.0

7.1

7.0

C I S

14.8

16.0

7.8

8.9

6.6

중동구

9.7

8.2

6.8

8.4

8.1

자료: Global Insight(2002.12), World Overview에서 작성.

－ 개도국 중에서는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국가의 수
입증가율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와 관세의 인하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급증과 미 달러화의 약세는 세계교역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일국의 경상수지의 개선은 경기침체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통합화 진전으로 국가간 성장률의 격차가 낮
아짐에 따라 미국경제가 침체되더라도 여타 국가의 경제도 침체되어 수
입흡수력이 낮아짐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에 충분할 정도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단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급증과 미 달러화의
약세는 세계교역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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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급락하는 경우에는 미국 주가의 하락 → 여타 국가의 주가하락과
소비 및 투자의 위축 → 여타 국가의 성장저조를 초래하여 미국의 수출확
대가 한계를 보일 것임.

2. 국제금융시장

국제거시금융실 강삼모 부연구위원, 김권식 연구원
sammokang@kiep.go.kr, kskim@kiep.go.kr

가.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두드러진 동향은 크게 미국 증시하락 및 전세계적
인 주가 동조화와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약세로 요약될 수 있음.
－ 세계 주식시장은 엔론, 월드컴 등 미국 기업회계 부정으로 기업에 대한 신
뢰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미국 주가 폭락과 주가 동조화 현상으로 전세계
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더욱이 對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유가 불안 등의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전세계 주식시장의 불안을 고조시켰음.
－ 2002년 초 달러화 강세를 지속하던 국제외환시장은 미국 경기회복세 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는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약세현상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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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쌍둥이(재정∙경상수지) 적자, 강달러 정책을 옹호하던 미국 재무장
관의 교체 등의 요인으로 달러화는 주요국 및 대다수 신흥시장국 통화에
약세를 보였음.
○ 최근 들어서도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의 임박과 북한의 핵 재가동을 둘
러싼 북∙미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달러화가 약
세를 보임.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가능성 고조로
국제자본의 미국 시장내
이탈현상이 나타남

� 세계 증시의 동반 침체와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의 또 다른 동향은 국제자
본의 미국 시장내 이탈 현상, 국제자본 이동의 위축, 단기 부동화 현상 등
국제자본 흐름의 변화를 들 수 있음.
－ 국제자본의 투자처로 인식되었던 미국경제는 금융 불안 및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약화되어 국제자본 이탈
현상이 보임.
－ 세계증시의 동조 침체와 안전자산선호로 국가간 자금이동의 절대적 규모
가 축소되고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됨.
� 한편 채권시장은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對이라크 전쟁 임
박 및 북∙미갈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flight to quality) 경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짐에 따라 국채수
요가 증가하여 금리는 크게 하락하였음.

2002년 주식시장은
세계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동반 침체

� 2002년 세계 주식시장은 세계경기회복 지연과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불안이 주요 선진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쳐 동시적 침체에 빠지는
현상이 두드러졌음.
－ 최근의 미국 증시는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사태 직후의 증시현황보다
더욱 침체됨.
○ 엔론사,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한 미국 기업회계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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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05
05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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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05
1205

40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주: 동 주가추이는 2001년 1월을 100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Bloomberg.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2001년말 10021.5 5160.1

5217.4

4624.6

693.7

10542.6 11397.2 5551.2

1623.6 13577.6 6372.3

8341.6

892.6

3940.4

3063.9

627.6

8579.0

9321.3

4452.5

1341.1 11268.5 6127.1

(-16.8)

(-43.9)

(-24.5)

(-33.7)

(-9.5)

(-18.6)

(-18.2)

(-19.8)

(-17.4)

2002년말

(-17.0)

(-3.8)

주: ( )는 전년 말 대비변화율임. (-)의 값은 주식가격의 하락을 나타냄.
자료: Bloomberg.

뢰가 무너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한 미국 증시는 對이라크 전쟁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유가 불안정 심화, 브라질 금융 불안, 미국경기회복 지연
에 따른 더블딥 논의 확산 등이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악
화되었음.
○ 최근에는 對이라크 전쟁 임박설과 북핵과 관련한 북∙미 갈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고조로 증시의 불안이 더욱 심화됨.
－ 기업의 분식회계 사건과 테러 공포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신흥시장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쳐 동반

대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 등으로 증시불안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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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증시불안에 따른 전세계적인 증시침체는 부(負)의 자산효과를 통해서 경기
를 침체시킬 수 있음.
－ 1990년대 미국경제와 증시는 주가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부(富)가 증가하고 소
비와 투자가 다시 늘어나 경제와 증시가 부양되는 이른바 자산효과(wealth effect)
로 인한 선순환을 경험함.
－ 그러나 최근에는 주가하락과 같은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부(富)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축되어 경제와 증시가 다시 침체되는 부(負)의 자산효
과로 인한 악순환을 보이는 듯함.
○ 가계경제주체는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투자소득 감소분만큼 소득이 감소하게 되
고 이는 가계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조장할 수 있음.
○ UBS 워버그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들의 주식손실분은 약 5조 5,000억 달러로 추정함.
� 최근의 주가하락 등의 자산가치 하락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負)의 자산
효과가 있었는지 대해서 의견이 분분함.
－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증시여건에 따라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으나 증시여건 변화
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차가 필요
함.
－ UBS 워버그에 따르면 주가하락으로 인한 미국 투자자들의 손실은 미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가로 상당부분 상쇄된 것으로 추산함.

침체하는 현상이 일어남.
○ 2001년 말 대비 2002년 주요국 주식시장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독일 증
시가 가장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유럽 국가도 미국의 증시하
락폭보다 크게 하락함. 신흥시장국들도 미국의 증시하락폭과 비슷하게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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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2002년 3월 말 이후 주요 선진국 및 대다수
신흥 아시아국의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였음.
－ 달러화 약세는 미국경기회복의 지연,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반전 등 미국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對이라크 전쟁 임박, 북핵관련 북미 대립 등
의 대외적인 불확실성 증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최근 외환시장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특징은 유로화 강세임.
○ 유로화는 2002년 12월 말 이후 달러 대비 1:1 비율로 강세를 유지하였
으며 이는 9.11 테러사태 발생 직후보다 높은 수치임.

안전자산 선호로 인하여
유로화가 강세를 보임

○ 미국경제의 취약성과 대외적인 불확실성 증대뿐만 아니라 국제투자자
들의 달러 자산수요보다 유로화 자산수요를 선호하기 때문임.
○ 메릴린치가 2002년 12월 5�12일에 실시한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 중 53%가 유로화 자산을, 24%가 달러화 자산을 선호하는 것으
로 조사됨.
－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달러화는 약세를 보임.
○ 2002년 초 130엔대를 상회했던 엔/달러 환율은 7월 중 115엔에 근접하면
서 급격한 강세를 보이다가 12월 말에는 120엔선에서 등락을 거듭함.

(엔화)
140

엔화

유로화

9.11 테러사건

(유로화)

1.20
1.15

130

1.10

125

1.05

120

1.00

115

0.95

110

0.90

105

0.85

100

0.80

9901
99- -01
03
99- -01
05
99- -01
07
99- -01
0999- 01
11
00- -01
01
00- -01
03
00- -01
05
00- -01
0700- 01
09
00- -01
11
01- -01
01
01- -01
03
01- -01
0501- 01
07
01- -01
09
01- -01
11
02- -01
01
02- -01
0302- 01
05
02- -01
07
02- -01
09
02- -01
11
03- -01
0101

135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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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태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2001. 9. 14

1297.5

44.11

51.27

1.000

2.6700

744.5

2001년 말

1323.0

44.20

51.55

1.000

2.3115

766.5

1198.0

43.26

53.33

3.395

3.5350

1383.3

(-9.4)

(-2.1)

(3.5)

(239.5)

(52.9)

(80.5)

2002년 말

주: ( )는 2001년 말 대비 2002년의 절상 및 절하율을 나타내며 (-)는 절상율을, (+)는 절하율을

의미함.
자료: Bloomberg

아시아국가의 환율은
주로 강세를 보인
반면에 남미 신흥국은
약세를 보임.

� 달러 대비 신흥시장국의 환율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반
면 남미 신흥국은 약세를 보여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띰.
－ 상대적으로 경제기초여건이 양호한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달러화 대비
자국통화의 강세를 보인 반면 남미 신흥국은 경제위기 및 금융 불안과 정
치적 혼란 등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시현함.
○ 2002년 이후 하반기 원화는 엔화 환율에 동조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태
국 바트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도 소폭 강세를 시현한 반면 아르헨티
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은 매우 큰 폭의 약세를 시현함.
○ 북핵문제가 대두된 후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으로 인하여
최근 원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음.
� 세계 증시의 동반 침체,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의 또 다른 동
향은 국제자본의 미국내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임.
－ 그동안 미국 시장이 최적의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국제자본 유입이 급증
했지만 對이라크 전쟁 임박과 북핵 재가동으로 인한 북∙미간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적극적인 저금리 정책에 따른 달러화 자산 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국제자본 유입이 감소추세임.
○ 게다가 엔론, 월드컵 등 미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한 기업들
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국제자본의 미국내 이탈 현상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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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자의 對미국 투자 규모는 2003년 3분기에 1,485억 달러로 이
는 동년도 2분기에 비해 557억 달러 감소된 것임. 이후 세계 증시의 약
세 지속으로 투자 규모는 더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됨.
� 국제자본의 미국내 이탈은 상대적으로 유럽 및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
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 수요를 감소시키고 대체 투자자산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유로화 자산을 선호함.
○ 메릴린치가 지난 12월 5�12일에 실시한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국제투
자자들의 자산 선호도는 유로화 표시자산 달러화표시자산 엔화표시
자산 순서임.
－ 신흥시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아시아 국가로의 자본유입
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

아시아 국가로의
자본유입은 증가됨.

○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2002년 신
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 규모가 2001년의 1,400억 달러보다 5억 달러
감소한 1,3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아시아 신흥국가
로는 43% 이상인 610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함.
－ 반면 중남미 신흥시장은 여전히 금융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높고 베네수
엘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 불안에 따른 경제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본유입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02년 중남미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 규모가 2001년의 683억 달러
보다 크게 감소한 4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순민간
자본 유입규모가 2001년 대비 36%나 감소하여 291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전망함.
� 상대적으로 아시아 신흥국가로 자본유입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
반적으로 국제자본 이동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하여 국제자본이
단기투자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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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미국
EU

2002

MMF

1Q
1446

2Q
925

3Q
972

4Q
943

1Q
-789

2Q
259

단기예금

667

605

576

824

649

618

MMF

247

64

201

73

299

-

단기예금

927

-349

-16

-144

442

-

자료: FRB, ECB, 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시사점�재인용.

불안, 對이라크 전쟁 임박, 북핵 갈등 등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서 국제자본의 단기 부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 미국 및 EU의 투자자금의 단기부동화 정도를 살펴보면 2002년 들어
MMF, 단기예금 등으로 투자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두드러짐.
� 요약해 보면 국제금융시장동향은 이라크 전쟁 임박, 북핵 재가동으로 인
한 북∙미 갈등, 국제유가 불안, 국제자본의 이동,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 등 경제적 및 비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임.

� 2002년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은 1,395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예측되나 2003년에는 1,698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시장신흥으로의 민간
자본유입이 2002년에 2001년의 1,260억 달러에서 1,23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03년에는 1,508억 달러로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03년 신흥시장으로의 주식투자규모가 1,3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 수치는 2002년에 예상되는 1,236억 달러에 비해 6.4% 증가한 액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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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직접투자에 의한 순유입이 2003년에는 1,164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어 신흥
시장에 유입되는 민간자본 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흥시장에 대한 여신활동은 2001년에 비해 활
동적이었으나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03년에는 신흥시장에 대한
여신활동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대외자금조달규모(순)
- 민간자본유입규모(순)
* 주식투자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 민간여신
∙상업은행
∙비은행 민간여신

1999
29.3
165.8
153.2
168.3
148.9
19.4
-15.1
-51.5
36.4

2000
48.0
183.6
187.6
149.6
135.3
14.4
37.9
-0.3
38.2

2001
29.2
140.0
126.0
145.8
134.6
11.1
-19.7
-26.4
6.7

2002f
22.1
139.5
122.9
123.6
113.2
10.5
-0.8
-10.7
9.9

2003f
2.7
169.8
150.8
131.5
116.4
15.1
19.3
-1.0
20.3

- 공공자본유입규모(순)
* 국제금융기관
* 개별국가여신

12.6
2.3
10.2

-4.0
2.3
-6.3

14.0
23.7
-9.07

16.6
21.7
-5.1

19.0
24.5
-5.5

거주자 대출/기타 1)
외환보유고(� 제외) 2)

-140.2
-54.9

-161.2
-70.3

-84.1
-85.2

-41.7
-119.8

-63.9
-108.6

2002f
122.9
29.1
23.9
9.2
60.7
9.2
16.6
12.5
5.2
-1.5
0.3
-0.7

2003f
150.8
39.2
35.2
10.4
66.0
13.4
19.0
23.2
-2.5
-1.0
-0.7
-1.0

경상수지

주: f = IIF 전망치이며 단위는 10억 달러임.

1) 거주자 純대출, Monetary gold, 오차 및 누락 포함.
2) (-)는 증가를 나타냄.
자료: IIF, 값 apital Flow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Sept. 2002.

- 민간자본유입규모(순)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중동
∙아시아
아시아 5개국 1)

1999
153.2
70.7
37.9
10.3
34.3
-1.5
12.6
8.0
0.4
-1.8
6.0
1.9

2000
187.6
64.9
41.4
5.0
76.3
16.9
-4.0
-7.5
2.2
-0.6
1.8
2.5

2001
126.0
45.6
16.4
10.6
53.4
9.4
14.0
22.7
0.8
-4.3
-5.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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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자본유입규모(순)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중동
∙아시아
아시아 5개국 1)

1999
12.6
8.0
0.4
-1.8
6.0
1.9

2000
-4.0
-7.5
2.2
-0.6
1.8
2.5

2001
14.0
22.7
0.8
-4.3
-5.1
-5.0

2002f
16.6
12.5
5.2
-1.5
0.3
-0.7

2003f
19.0
23.2
-2.5
-1.0
-0.7
-1.0

주: f = IIF 전망치이며 단위는 10억 달러임.

1)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자료: IIF, 값 apital Flow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Sept. 2002.

� 신흥시장 지역별 자본유입을 살펴보면 중남미 신흥시장의 민간자본유입규모는
2002년에 291억 달러로 2001년에 비해 36.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03년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아시아 신흥시장의 민간자본유입규
모는 2002년과 2003년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02년 중남미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 감소는 2001년 12월 말 아르헨티나의 금
융위기가 브라질 금융불안으로 이어진 이후 여타 중남미 국가로 전염되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임.

－ 이런 상황에서 2003년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소 불투명하지만
주요국 환율과 국제금리를 중심으로 전망을 살펴보았음.

나. 환율전망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환율도 변동성이
커질 전망임.

� 2003년 중 달러화는 2002년과 같이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의 불확실성, 경
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 주식시장의 불안 등이 그대로 남아 있고 EU
및 일본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임.
－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대안이 없는 한 주로 미국의 경제
회복 시점에 따라 2003년 주요국의 환율은 크게 좌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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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Q

2003년 2Q

2003년 3Q

2003년 4Q

JPY

EUR

JPY

EUR

JPY

EUR

JPY

EUR

118.0

1.05

125.0

1.07

127.0

1.11

130.0

1.12

골드만삭스 122.0

1.03

120.0

1.08

-

-

115.0

1.12

모건스탠리 124.0

1.00

120.0

1.05

118.0

1.06

118.0

1.08

118.0

1.05

116.0

1.07

116.0

1.10

114.0

1.10

Dri-WEFA 122.86

0.97

122.29

1.00

121.27

1.03

120.26

1.04

메릴린치

H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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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금융센터 (2002년 12월 30일), Dri-WEFA, Monthly Outlook, 2002년 12월.

○ 미국의 경제회복 신호가 가시화된다면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강세를
보일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약세를 보일 것임.
－ EU와 일본은 미국경제에 비해서 자국의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
가와 자국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거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크
게 의존될 것임.
－ 반면 신흥시장국은 자국경제의 회복세보다는 미국경제회복과 국제자본
의 유출∙출입 정도에 따라 환율이 결정될 것임.

1) 엔/달러 환율
� 2003년 중에도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불확실성을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對이라크 전쟁 임박, 북∙미 갈등
등 대외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엔/달러 환율의 강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본정부의 은행권 부실처리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엔화 향방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으
로 인하여 위험기피현상
이 발생하고 결국 엔/달
러 환율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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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상반기 중에 일본정부가 적극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업파산 및 신용경색 심화, 실업 등으로 일
본경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 엔화 약세의 가능성
도 있음.
－ 또한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물가하락 현상을 차단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엔화 약세정책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2003년 하반기에 일본 금융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그리
고 일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회복된다면 엔화는 다시 강세로 반전될
전망임.
－ 따라서 2003년 상반기 중 엔/달러 환율은 120�122엔대로 현재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지만 하반기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2) 달러/유로 환율
유로지역에 국제자본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유로화도 강세를
보일 전망임.

� 2002년 중 유로화는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미 연방기금금리 인하조치
에 따른 미 달러화 자산 수요 감소와 미국-유로지역간의 금리격차 확대로
인한 유로지역으로의 국제자본유입 확대로 강세를 보였음. 비록 2003년 중
미국이 유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요인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미국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경상수지 적자는 2002년
2/4분기에 1,300억 달러로 증대되었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3년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임.
－ 재정수지 또한 2001년 1,270억 달러 흑자에서 2002년 1,590억 달러 적자로 전
환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 재정수지 적자는 감세 정책 및 군비확충 등으
로 2,2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쌍둥이 적자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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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미국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적자를 상쇄할 만한 국제투자자금
유입도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對이라크 전쟁이 2003년 1/4분기에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 유로표시 자산이 부각되어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것임.
� 그러나 미국∙유로지역간의 금리격차 축소로 인한 유로지역의 자본유입
축소 가능성, 유로화 강세 및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對미 수출부진,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제 펀드멘털의 차이 등으로 유로화 강세 정도는 제
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상반기 달러/유로 환율은 0.96�1.03 수준을 보일 것이며 하반기
에는 소폭 상승(강세)할 것으로 전망됨.

다. 금리전망
� 2003년 중 주요국의 정책금리는 본격적인 세계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될 때
까지 국별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및 인상조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02년

2003년

단기금리

장기금리

단기금리

장기금리

미국

1.8

4.5

2.1

4.1

독일

3.3

4.8

3.4

5.0

영국

3.7

4.9

3.9

5.2

프랑스

3.3

4.9

3.4

5.1

일본

0.1

1.3

0.2

1.2

자료: Dri-Wefa, Monthly Outlook, 2002년 12월.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2002년 4/4분기.

주요국의 정책금리는
자국의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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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2003년 중 주요국의 정책금리는 상반기에 현재수준을 유지하
거나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
로 보이는 하반기부터는 금리인하 기조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됨.

1) 미국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그림 III-3>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정책금리
인 연방기금금리를 2000년 5월 연 6.5%에서 2002년 11월 6일 1.25%로 인
하한 이후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경기회복 및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금리인하조치는 연방기
금금리를 196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으며 물가를 고려
한 실질금리는 거의 마이너스에 다다른 것으로 보임.
－ 2000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02년 11월까지 5.25% 수준이나 되는 대폭적
인 금리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없었음. 이는
미국경제가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
지 않는‘유동성함정’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7
6
5
4
3
2
1
00
-0
100 03
-0
300 03
-0
500 03
-0
700 03
-0
900 03
-1
101 03
-0
101 03
-0
301 03
-0
501 03
-0
701 03
-0
901 03
-1
102 03
-0
102 03
-0
302 03
-0
502 03
-0
702 03
-0
902 03
-1
103 03
-0
103

미국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하여
실질금리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움.

US

자료: Bloomberg.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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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는 거시 경제적 메커니즘의 문제보다
는 對이라크 전쟁 가능성, 미국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 등과 같은 비경제적
인 불확실성 요인에 의해서 이뤄졌음. 따라서 금리인하 조치와 같은 경기
부양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더욱이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은 2003년 상반기 중에 제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금리 인하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보
통 6�7개월의 시차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파급효과를 지켜본 이후 추가
적인 금융완화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당분간 정책금리는 현 금리수준인 1.25%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
로 전망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미국경제 회복이 가시화될 경
우 경기과열과 인플레를 막기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상향조정할 가능성
이 높음.
� 근본적으로 만약 對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어 중동지역의 석유 수출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미
국경기의 침체가 재연됨으로써 금리기조를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2003년 미국금리는 對이라크 전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끝나는가와 경
기회복 시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임.

2) 일본과 유로지역
� 2002년 상반기 일본경제는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경기회복
조짐이 보였으나 이후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회복세가 둔화되었
음. 또한 주가, 부동산 및 물가의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
운데 2003년 상반기 중 은행의 부실채권처리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부실
채권처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기업파산에 따른 고용악화 및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일본경제는 단기적으로 더욱 더 악화될 것임.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나
실질금리가 너무 낮아
시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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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존재하지만 이미 일본
정책금리는 0.1%로 제로금리에 근접한 상황이며 물가를 고려한 실질금리
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임.
－ 따라서 일본경제가 더 악화된다하더라도 금리인하와 같은 금융완화조치
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수행할 만한 여유가 없음.
○ 다만 단기적인 신용경색 및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양적 금융완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낼 것
임.
○ 2003년 하반기에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성과가 가시화 될 경우 재정적
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예상됨으로 시장금리는 상승할 전망임.
� 유럽경제도 2002년 초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듯하였으나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었음. 또한 유로지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의 경우 기업파산이 증가되는 가운데 은행대출의 부실
화가 우려되고 있고 주가급락 및 실업률 증가 등 경제여건도 악화되었음.
－ 이런 경기둔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불안을 고려하여 금리인하조치를 미루어 왔음.
－ 지난 12월 5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 안정세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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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제로금리에
다다른 지 오래된
상태여서 추가인하
여력이 없음.

US Libor 금리

자료: Bloomberg.

JP Libor 금리

EURO Libor 금리

2. 국제금융시장 105

정책금리를 3.25%에서 2.75%로 인하하였음.
� 2003년 상반기 정책금리는 지금보다 경제가 악화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억제가 유럽중앙은행의 제1의 정책목표임을 감안하면 당분간 현 수준인
2.75%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유로지역이 수입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라크 전쟁
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면,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
어 한 차례 더 정책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음.
� 2003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유럽중앙은행들은 경제여
건에 맞춰 정책금리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유럽의 경우 물가불안을
염려하여 추가금리
인하는 자제할
것으로 보임.

3. 국제상품시장

동서남아팀 박복영 부연구위원
bypark@kiep.go.kr

가. 원유
1) 2002년 국제원유시장 동향
(1) 국제유가 동향
2002년 초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 유지

� 2001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과 팔레스타인지역의 유혈충돌이 고조되면서 2002년 3월부터 급
상승한 후 연말까지 25�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01년 9.11사태 이후 경기부진 및 항공여행 수요 감소 등으로 유가가 하
락했으며, OPEC도 유가 하락 억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 2001
년 말까지 유가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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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말부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OPEC의 산유량 감축, 재고의 감
소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음.
－ 2002년 1월 말 부시 미국 대통령의‘악의 축’발언 이후 미국의 이라크 공
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3월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갈등이 격화되
면서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4월에는 25달러를 상회하였음.
－ 그 이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국제사회의 여론, UN 무기사찰 여
부 등에 따라 유가가 변동하였으며, 12월에는 베네수엘라의 총파업 사태
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였음.
� 2002년 말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배럴당 약 30달러까지 상승하여 19
달러 선에 머물렀던 연초 대비 약 56%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유가는 배럴
당 25.20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이로써 연평균 25�30달러 수준에 이르는 고유가 추세가 2000년 이후 3년
간 지속되고 있음.

(단위: 달러/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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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연평균 유가는
25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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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유가의 변동 요인
세계경기 부진으로 원유
수요도 소폭증가에 그침

� 원유 수급상황을 보면 수요측면에서는 세계경기의 회복부진으로 수요증가
율이 둔화되었고, 공급측면에서는 OPEC이 생산쿼터를 줄였음에도 불구하
고 비OPEC 산유국이 생산을 증가시켜 수급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였음.
－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아 (IMF의 추정에 따르면 2.8%) 석유 소비
증가폭도 당초 예상한 70만b/d보다 훨씬 적은 약 30만b/d (전년 대비 약
0.4%)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OPEC은 2002년 초부터 쿼터를 6.5% 감축하여 줄곧 2,170만b/d의 생산쿼
터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최저수준이며 2001년 초에 비해
19%나 감소된 수준임.
－ 하지만 OPEC 회원국의 실제 산유량은 쿼터를 초과하여 5월 이후 계속 증
가 추세에 있는데,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0개 회원국의 11월 산유량은
2,408만b/d로 쿼터 대비 238만b/d를 초과 생산하였음.
－ 따라서 OPEC의 실제 산유량은 전년에 비해 130만b/d가 감소하여 감소율
은 4.3%에 불과하였음.

(단위: 백만 b/d)

1970

1980

1990

2001

2002

2003

소비

45.7

62.6

66.0

76.5

76.6

77.5

(OECD)

34.0

41.5

41.5

47.7

47.6

48.0

생산

48.0

63.9

66.9

76.9

76.4

77.7

OPEC

23.5

27.2

24.5

30.2

28.5

28.7

구소련

7.1

12.1

11.5

8.6

9.3

9.9

기타 비OPEC

17.4

24.6

30.9

38.2

38.6

39.1

2.3

1.3

0.9

0.4

-0.2

0.3

재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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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OPEC 산유국들은 고유가가 지속되자 생산을 증가시켰는데, 국제에너
지기구(IEA)의 추정에 따르면 4,800만b/d을 생산하여 전년 대비 140만
b/d를 증산하였음.

OPEC은 생산쿼터를
축소한 반면, 비OPEC
산유국은 적극적인
증산을 실시

○ 특히 세계 산유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적극적인 증산과 대
미수출확대 정책을 추구하여 전년 대비 60만b/d를 증산함으로써 세계
제1의 산유국으로 부상하였음.
－ 결국 비OPEC 국가들이 증산을 통해 OPEC의 쿼터 축소에 따른 공급감소
를 상쇄함으로써,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소폭의 증가에 그친 세계 석유 수
요를 충족했다고 할 수 있음.
� 2002년 국제유가는 시장의 수급상황보다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가
능성과 팔레스타인지역에서의 무력충돌에 따른 중동지역의 불안정 요인
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음.
－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랍권의 석유금수 가능성, 이라크의
석유 생산 중지, 이라크에 의한 인접 국가의 석유시설 공격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3월 이후 유가에 소위‘전쟁 프리미엄’이 가산되었음.
○‘전쟁 프리미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대체로 2�5달러에 이
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1월 말 부시 대통령의‘악의 축’발언 이후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
고 2월에도 부시의 후세인 정권 축출의지가 강력히 표출되면서 프리미엄
이 유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음.
－ 8월 말 체니 부통령의 이라크 선제공격 불가피 발언과 9월 초 이라크 문제
에 대한 의회지도자 설득 등이 이어지면서 전쟁 임박설이 확산되자 유가
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 10월 이후 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이라크의 UN 무기사찰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에 따라 국제유가가 크
게 좌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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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등이 나타나면서 유가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연말에는 베네수엘라의
총파업과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의 증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음.

� 12월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석유
노조가 동참하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여 국제유가의 폭등
을 야기하였음.
－ 베네수엘라는 약 260만 b/d을 생산하는 세계 제5위의 산유국이며 미국의
4대 석유 수입대상국으로 미국 수입 물량의 14-15%를 차지하고 있음.
－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유량이 100만b/d 정도로 감소하여 세계시장의 원
유 공급량이 100만�150만b/d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이라크의 무기실태 보고서에 대한 미국의 강한 불신이 표출되면서 이라
크 전쟁의 가능성이 고조된 것도 연말 유가 급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2) 2003년 국제원유시장 전망
(1) 수요요인
2003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원유수요도
증가할 전망임.

� 2003년에는 세계경제가 다소 회복되어 전년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석유에 대한 수요도 전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에 대한 수요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경제 성장률과 강한 양
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관들은 2003년 세계경제가 2.5�3.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0.5�1.0%p 높은 수준임.
○ IMF와 World Bank는 200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2.8%와 1.7%로
추정하였으며, 2003년에는 성장률이 3.7%와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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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b/d)

2002년 평균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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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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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77.6

76.3

77.7

79.6

2003년 평균
77.8

출처: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2002. 12.

－ IEA는 이러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2003년 세계 석유수요 증가율이 최근 2
년의 0.4%를 훨씬 상회하는 1.3%(100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
으며, 미국 에너지정보국(EIA)는 1.7%(130만 b/d)로 전망하고 있음.
－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석유수요
증가율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2) 공급요인
� 2003년에는 이라크를 포함한 OPEC과 비OPEC 산유국 모두 원유의 생산
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계의 석유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큰 애
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OPEC은 지난 12월 정기 총회에서 생산쿼터를 기존의 2,170만b/d에서
130만b/d 늘려 2,300만b/d로 증대하되, 생산쿼터 위반량은 줄여 실제 산
유량을 감축하자는 데 합의함.
○ 이 합의는 유명무실화된 쿼터제도를 회원국들이 준수할 수 있는 현실
적인 쿼터제도로 전환시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임.
○ 한편 이라크 사태 해결과 비수기 진입으로 인한 2분기의 유가 급락 가
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OPEC은 이번 합의로 150만�170만b/d 수준의 감산효과를 기대하지만 시
장 분석가들은 50만�100만b/d의 실질적 감산을 예상하고 있음.
○ OPEC회원국들이 쿼터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쿼터가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임.

2003년에는 OPEC과 비
OPEC 산유국 모두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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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입의 확보와 유휴생산설비의 축소에 대한 유혹 때문에 고유가
상황에서 초과 생산을 계속할 가능성이 짙은데, 특히 알제리와 나이지
리아의 쿼터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 문제가 1분기 중에 해소될 경우 이라크의 산유량
이 200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이라크를 포함한 OPEC회원국의 산유량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베네수엘라의 정정 불안이 지속되어 국
제유가가 OPEC의 목표가격 범위를 벗어나자 OPEC은 이미 2003년 1월
에 쿼터를 150만b/d 늘렸음.
비OPEC 산유국의
원유생산량은
2003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

－ 적극적인 증산과 시장점유율 확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 등 비
OPEC 산유국들은 2003년에도 원유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IEA와 EIA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OPEC의 원유공급 증가가 각각 130만
b/d와 100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러시아와 카스피해 주변의
구소련 국가들이 증산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 b/d)

러시아

기타
구소련

미국

멕시코

노르
웨이

중국

브라질 앙골라

8.21
(7.66)

1.88
(1.72)

8.15
(8.06)

3.73
(3.60)

3.30
(3.33)

3.44
(3.40)

1.85
(1.75)

0.94
(0.92)

전체
49.31
(48.02)

주: 괄호는 2002년 생산량임.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2002, 12.

(3) 중동지역의 불안정
이라크전이 단기간에
종료될 경우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폭등했다가
하락할 전망임

� 2003년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이라크 사태
의 전개 양상인데, 전쟁이 1분기 중에 미국의 목표 달성으로 단기간에 종
료될 경우 국제유가는 40달러 이상까지 폭등했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과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

3. 국제상품시장 113

렵지만, 1분기 중 전쟁이 발발하면 원유재고수준, OPEC 회원국의 대응,
전략적 비축유의 방출 등에 따라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큼.
－ 베네수엘라의 총파업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개전이 계속 지연된
이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제유가는 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음.
○ 1990년 걸프전의 경우 쿠웨이트와 이라크産 원유 400만b/d가 국제원
유시장에 나오지 못해 유가가 40달러를 초과하였음.
－ 하지만 전쟁 발발과 더불어 OPEC이 증산을 결정하고 전세가 미국의 승리
로 분명해질 경우 유가는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걸프전의 경우에도 산유국에 상당한 유휴 생산능력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OPEC이 증산을 결정하고 전쟁이 시작된 직후 승세가 확실해지자
국제유가는 하락하였음.
－ 현재 이라크의 원유 수출량은 약 100만b/d에 불과하므로 전쟁이 원유시
장에 미칠 충격은 걸프전에 비해서는 작을 것으로 예상됨.
○ 걸프전의 경우에 비해 OPEC의 유휴 생산능력도 더 큰 편인데, 사우디 아
라비아의 유휴 설비만으로도 이라크 산유량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음.
－ 전쟁이 종결되면 OPEC의 증산 여파, 비축유의 방출, 이라크의 수출재개
등으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OPEC은 목표가격을 유지
하기 위해 감산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음.
� 이라크전이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중동지역 전체의 석유수출 차질,
인접국 유전의 파괴가능성, 원유재고의 감소, 원유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
이 겹쳐 국제유가가 40~60달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4) 국제유가 전망
� 1분기 중에 이라크에 대한 불안정 요인이 해소되면, 산유국간의 공급경쟁

이라크전이 1분기 중
단기전으로 종료될 경우
2003년 연평균 유가는
24~27달러 수준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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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이 1분기 중
단기전으로 종료될 경우
2003년 연평균유가는
24~27달러 수전으로
전망됨

의 격화와 장기추세를 밑도는 수요의 증가로 2003년 연평균 유가는 2002
년과 비슷한 24�27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1분기 중에는 이라크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과 베네수엘라의 정정 불안,
OPEC에 의한 실질 산유량 제한 등의 요인으로 유가 강세가 계속되어
30~37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석유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하여 2000년 7500만 b/d에서 2030
년 1억2000만 b/d에 이를 전망임.
－ OECD국가들보다는 발전도상국과 구사회주의국가에서 수요가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비OECD국가의 비중이 현재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
상됨.
－ 특히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이 연평균 3% 이상의 석유 수요 증가율을 기록하고,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 제2의 석유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석유생산은 계속 일부 소수 국가에 집중될 전망이며 특히 중동의 OPEC회원국의
비중이 2000년 28%에서 2030년 43%까지 증가할 전망임.
－ 북미와 북해 지역의 유전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이 지역에서의 원유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동의 OPEC국가들은 계속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됨.
－ 비OPEC국가 중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앙골라 등이 높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전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 전통적인 원유와 액성천연가스(NGLs)의 생산만으로도 장기적인 수요를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향후 비전통적 원유의 생산이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체 석유
공급량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가격은 하락 추세를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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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원유시장의 수급이라는 펀더멘탈로만 판단했을 때 원유공급에는
큰 애로가 없으므로 비시장적 불안요인들이 제거되면 국제유가는 하락추
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비OPEC 산유국의 시장 확대 전략과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 OPEC 회
원국의 쿼터 위반이 유가의 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OPEC은 최근 상당 정도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고 쿼터 축소를 통해 유가
를 22�28달러라는 목표가격에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므
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이라크의 주변국 공격으로 전쟁이 확대되면
연평균 유가는 4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UN의 무기사찰
결과나 국제여론에 따라 개전이 장기간 지연되고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

이라크전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연평균
유가는 40달러를
상회할 전망임

정이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유가는 계속 30달러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면에서는 서아프리카, 카스피해 등에서 상당한
양의 추가적 석유생산이 가능해지고, 수요 면에서 신기술의 발전, 환경보
호 압력, 정부 정책 등으로 수요가 더욱 억제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2005년
경에는 국제유가가 20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수도 있음.

나. 곡물
1) 2002년 곡물가격 동향
� 2002년 농산물의 수급상황은, 수요 감소와 공급 확대로 가격하락 압력에
직면했던 2001년에 비해서는 균형을 유지한 편이었지만, 하반기에는 기
상악화 등으로 주요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전체적인 농산물 수요는 예상한 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기후 악
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재고량은 약간 감소하였음.

기상악화로 농산물
재고량이 감소하여 주요
곡물가격이 하반기에
큰 폭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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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쌀(달러/톤), 소맥, 옥수수(센트/부셀))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1/01

01/02

03/02
쌀

05/02
소맥

07/02

09/02

옥수수

－ 곡물가격은 상반기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하반기에는 소맥과
옥수수와 같은 핵심 곡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이는 북미, 중국, 호주와 같은 주요 생산지역의 기상악화로 시장수급
상황이 나빠지고 재고량이 감소했기 때문임.
○ 쌀은 2002년 12월 톤당 177.4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였음.
○ 소맥은 9월에 부셀당 400센트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4월 말 대비 약
50% 상승한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임.
○ 옥수수는 2002년 12월에 톤당 104.0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8% 상
승하였음.

2) 2003년 곡물가격 전망
2003년에는 곡물생산은
감소하고 곡물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에는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여 공급량과 소비량의 차이가 전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자료에서 2002/03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
이 전년 대비 2.9% 감소한 18억 99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주요 곡물 대부분이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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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쌀의 경우는 4.3%, 소맥은 1.9%, 옥수수는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2/03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1% 감소한 18억 8,936만 톤 수
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전년도까지 확대되어 오던 곡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가
2002/03년에는 축소되어 소비량이 생산량을 8,64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
로 전망됨.
○ 기말재고량도 전년보다 17.1% 감소한 4억 1,876만 톤으로 줄어들고,
기말재고율(총소비량 대비 기말재고량)도 2001/02년도의 26.6%에서
22.1%로 4.5%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백만 톤)

곡물

생산량

총공급량

총소비량

기말재고량

2001/02

579.47

783.90

585.32

198.58

2002/03

568.72

767.30

597.81

169.49

2001/02

397.27

543.44

411.06

132.37

2002/03

380.29

512.66

407.77

104.89

2001/02

595.97

746.96

622.18

124.78

2002/03

591.15

794.23

694.90

99.83

2001/02

1864.25

2403.68

1898.50

505.18

2002/03

1809.94

2315.11

1896.36

418.76

소맥

쌀

옥수수

전체 곡물

주: 2001/02년의 값은 추정치이며, 2002/03년의 값은 전망치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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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맥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곡물의 재고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2/03년에도 쌀, 소맥, 옥
수수 등의 주요 곡물 가격이 전년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
는데, 재고 수준과 생산여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대폭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낮음.
－ 쌀의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생산량의 감
소폭보다는 작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이 전년 대비 20.8%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쌀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소맥의 경우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2.1% 상승하는 반면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말재고량도 전년보다 14.6% 줄어들면서 가격도 전년
도와 비슷한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옥수수의 경우도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소비량은 소폭 상승하면서 재
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므로 전년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3월에 통과된 미국 농업법안(2002 Farm Bill)은 가격지지정책과
신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내 농
산물의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2002~03년에 걸쳐 엘리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IMF의 추정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5월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을 승인했는데, 이 법은 2002�07년 시
행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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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농업법을 대체한 이 법은 주요 작물에 대한 가격지원 확대, 목표가격제의
재도입을 통한 농가지원 확대,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확대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미 의회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 결과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사용되는 지원액은
연간 1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과거의 전망치에 비해 79%나 증
가한 수준임.
－ 1994년 UR 농업협정에 따라 미국은 국내농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간 191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신농업법에 따른 실제 지원액이 이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 삭감 조치를 취해야 함.
� 신농업법에 따라 미국의 농업지원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받게 되는 미국 농민들은 시장가격
이 요구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생산할 것이므로, 세계 농산물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유럽 연합의 경우 소맥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다. 비철금속
1) 2002년 비철금속가격 동향
� 2002년 비철금속의 가격은 세계경기에 대한 전망 및 경기 추이에 따라 변
동했는데, 대체로 2분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한 후 3분기에는 하락하다가
연말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음.
－ 경기회복 기대감이 강했던 1분기에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감이 약화된 2분기부터는 안정세를 유지했음.
－ 하지만 3분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증

2002년 4분기 이후
비철금속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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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달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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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권시장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
이 확산되면서 비철금속의 가격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11월 이후에는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미국 증권시장의 반등과 함께 미국
의 경기지표가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가 생기면서 비철금속의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음.
－ 구리와 알루미늄과 같은 주요 금속의 경우 많은 생산 감축 노력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증가하여 재고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
였음.

2) 2003년 비철금속가격 전망
2003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더불어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의 경제회복 속도가 전년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철
금속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EIU는 최근자료에서 2003년에 공업원료(IRM, Industrial Raw Material) 가
격이 6.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그 중 금속류의 가격은 3.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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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여 지난 2년간의 연속적인 감소세가 반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구리는 현재의 가격 부진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2003
년에는 본격적인 가격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알루미늄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회복 역시 다른 품목에 비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전년도에 알루미늄 생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순수출국이 되
었는데, 이러한 생산증가 추세가 200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아연, 납, 주석과 같은 다른 금속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2003년에는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IV.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1. 미국

미주팀 강문성 부연구위원, 나수엽 전문연구원
mkang@kiep.go.kr, syna@kiep.go.kr

가. 최근 경제동향
1) 거시지표
� 2001년 10년 만에 다시 경기침체기에 빠져들었던 미국경제는 2002년 들
어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성장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2002년 1/4분기 뚜렷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기업스캔들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으로 2/4분기에는 회복이 지연되었으며, 3/4분기 GDP성장률
(확정치)은 2/4분기(1.3%)보다 높은 4.0%를 기록하였으나 4/4분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됨.

미국경제는 2002년
들어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성장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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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전기 대비 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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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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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출과 수입은 서비스부문 포함.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2002

(ADVANCE), JANUARY 30, 2002.

－ 3/4분기 경제성장은 주로 개인소비지출의 증가세에 기인하고 있으나, 4/4
분기 개인소비지출의 증가율이 1.0%에 그치는 등 향후 증가세 지속 여부
는 불확실함.
－ 2002년 들어 총 민간 국내투자는 3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나 4/4분기에는
하락세로 반전되어 향후 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음.

2) 산업생산
� 2002년 1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산업생산
지수(1997년=100)는 지난 8월 하락세(-0.2%)로 반전된 이후 12월까지 하
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8월 이후 하락세에 있던 제조업도 11월 잠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산업
기계 및 설비, 섬유, 가구 등의 부진으로 12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 IT산업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0.6%의 생산지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회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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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경제성장의 원동력(Driving Force)인 개인소비지출은 7월 이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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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신기기장비의 생산지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3) 개인소비지출

개인소비지출은 7월
이후 둔화조짐을 보이다
최근 다시 회복기미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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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짐을 보이다 최근 다시 회복기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동안 미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개인소비지출은 지난 9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하락세로 반전된 뒤 10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그러나 주식시장의 침체, 고용불안, 추가 테러의 위협 등의 요인으로 소비
자신뢰지수가 악화되어 있어 향후 소비지출 추이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임.
－ 미국 실질GDP의 69.3%(2001년 연간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가처분소득(1996년 불변가격 기준)이
7월 전월 대비 0.1% 하락한 이후 10월까지 0.2%의 증가율로 정체되었으
며 11월 0.3%, 12월 0.4%의 증가율을 보임.
－ 저금리기조, 정부의 강력한 조세감면정책 등의 요인으로 가처분소득이
증대하여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탄력을 받을 환경은 마련되어 있음.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개인소비지
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

－ 그러나 만일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시장 및 주식시장의 침체
가 지속된다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개인소비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불안
역시 지속

� 노동시장의 불안 역시 지속되고 있는데, 실업률은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
농업부문의 고용인구수 역시 정체되어있음.
－ 2002년 12월 6.0%에 도달하였던 실업률은 2003년 1월 5.7%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실정임.
－ 2002년 5월 증가세로 반전되었던 비농업부문 고용인구 역시 9월에 이어
11월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는 등 고용부문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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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http://stats.bls.gov/)

는 소비지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분석됨.

5) 자본재 신규주문
� 2001년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투자지출은 2001년
말부터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2002년 6월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9월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투자지출의 월별 동향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비국방부문 자본재 신규주
문(New Orders of Nondefense Capital Goods)은 지난 6월 507.7억 달러
(1996년 8월 이후 최저수준)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9월 10.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던 비국방부문 자본재 신규주문은 10월
4.4%, 11월 -1.2%, 12월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01년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투자지출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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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http://www.census.gov/)

－ 이와 같은 불안한 모습은 2002년 2/4분기부터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 높아지며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자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
리고 있기 때문임.

6) 경상수지적자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음

� 2001년 3/4분기까지 경기침체로 잠시 축소되었던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2002년에 들어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됨에 따라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1년 3/4분기 913억 달러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전체적으로는 그 비중이 GDP 대비 3.9%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미 경상수지 적자는 2002년 1/4분기에 1,125억 달러로 늘어난 이후 2/4분
기, 3/4분기에는 각각 1,270억 달러를 웃돌고 있음.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2년 들어 미국경제가 유럽 및 일본경제에 비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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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인바, 이
는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대외채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해외투자자들
의 신뢰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해외자본 유입을 저해하여 급격한 달러화
의 약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1990년대 들어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
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경제(New Economy)로 대변되는 미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 현상으로 인해 對美해외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대외채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해외투자자들
의 신뢰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해외자본 유입을
저해하여 급격한 달러화
의 약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

입하였기 때문임.

나. 향후 미국경제전망
1)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2월 9�10일 재무부장관, 백악관 경제수석, 증권
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을 새로이 임명하며 경제팀을 쇄신하였음.
－ Paul O’Neil 재무부장관과 Lawrence Lindsey 백악관 경제수석은 같은 달
6일 전격 해임되었는바, 조세감면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O’Neil), 백
악관과 내각간의 비효율적 정책공조(Lindsey) 등이 이유인 것으로 지적되
고 있음.
○ 재정정책에 대한 O’Neil의 견해는 부시 대통령의 전면적인 감세정책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었는바3), O’Neil은 과거 균형
연방재정을 지지하며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중시(Supply-Side) 경제정
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1992년 클린턴 대통령
의 휘발유세 인상방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음.
3) 강문성∙나수엽. 2001.『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정책자료
01-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55 참조.

부시 대통령은
재무부장관, 백악관
경제수석, 증권거래
위원회(SEC) 위원장
등을 새로이 임명하며
경제팀을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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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부시 행정부로서
는 경제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舊경제팀을 경질하고, 공화당의
주요 정책인 조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기존의 공화당 지지세력으
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상기 해임결정의 배경
임.
새로운 경제팀은
조세감면정책을 강력히
시행할 전망이나,
강한 달러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편

� 새로운 경제팀은 조세감면정책을 강력히 시행할 전망이나, 강한 달러정
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편임.
－ 12월 9일 발표된 신임 John W. Snow 재무부장관은 CSX Corp.(철도회사)
CEO이며 Stephen Friedman은 Goldman Sachs 회장을 수행한 적이 있어,
새 경제팀은 실물 및 금융부문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임. 또한 신
임 SEC 위원장 역시 월가 사정에 밝은 William Donaldson(前NYSE 회장)
이 임명되었음.
－ 일부 언론에서는 Snow 재무장관의 등장으로 미국이 강한 달러정책을 포
기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미국이 강한 달러정책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를 벌충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어야 하므로 달러강세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로화의 출범으로 달러화의 지위가 위협되는 한 강한 달러정책을 포기
하지는 않을 것임.
� 조세감면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시행은 경기부양에는 미약하나마 단기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대대적인 조세감면의 시행으로 소비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
가 조기에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1. 미국

－ 그러나 2002회계연도에 적자로 반전된 재정수지적자는 이번 조세감면정
책으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인바, 부시 행정부가 주장하는 2005년 균형재
정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7일 조세감면, 정부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적극적인 경
기부양정책(Growth and Jobs Plan)을 발표하고 이의 이른 시행을 위한 의회의 협
력을 요청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향후 10년간 6,74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1년 제정된 소득세율 인하를 당초 2004년에서 2003년 1월 1일로 앞당겨 소급
적용하여 실시하기로 함.
－ 주주들의 배당금에 부과하였던 배당세를 철폐함.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주식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설비확충에 있어 공제한도를 25,000달러에서 75,000달러로 확대함.
－ 실업수당 혜택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림.
－ 재정상황이 어려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함.
� 부시 행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정책이 소비지출 및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창출
과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의회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되고 있음.
－ 경기회복을 2004년 대선에서의 재승리를 위한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시 행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2003년 0.4% 포인트, 2004년
1.0% 포인트 상승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에 반해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조세감면정책이 부유층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
며, 경기부양정책이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회복에 오히
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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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준리의 금리인하정책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리)는 2002년 11월 6일 정규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5% 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2월 10일 그리고 2003년 1월 29일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였음.
－ 연준리의 11월 금리인하결정으로 인해 2001년 12월 이후 1.75%를 유지해
오던 연방기금금리는 11개월 만에 인하되어 1.25%를 기록하였으며, 재할
인율 역시 0.75%로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사실 지난 11월 금리인하 발표前, 뉴욕 월가의 전망은 0.25% 포인트 인하
이었으나, 연준리는 미국경제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
여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음.
－ 연준리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4)으로 인해 미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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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리는 2002년 11월
6일 정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회의에서 0.5%
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
한 데 이어 12월 10일
그리고 2003년 1월 29
일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

연방기금금리

자료: 연방준비제도이사회(http://www.federalreserve.gov/)

4) 연준리는 발표문에서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지정학
적 위험(Geopolitical Risks)이 고조되고 있다”고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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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준리 FOMC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음.
자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http://www.federalreserve.gov/)

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연준리
는 평가하고 있음.
－ 2002년 9월 24일 FOMC회의에서 금리동결이 결정될 때 연준리 이사 2명5)
이 금리인하를 주장하며 금리동결에 반대한 것에 비해, 이번 금리인하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음.
� 연준리는 향후 경기동향을 주시하면서 금리정책을 펴나갈 것이나, 실질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낮으며 인플레이
션 압력이 대두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연준리의 금리인하로 연방기금금리는 1961년 이후 최저수준인바, 개인소
비지출의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12월(1월 16일 발표) 현재 물가상승률이 2.43%이어서 2년 만기 재
무부채권의 실질이자율이 -0.59%인 것을 비롯, 회사채금리6)를 제외한 대
부분의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인 상태임.
5) 연준리 FOMC회의에는 12명의 연준리 FOMC 위원이 참석하여 금리정책에 대해 투표
하는바, 2002년 9월 회의에서 그램리치(Edward M. Gramlich)와 맥티어(Robert D.
McTeer, Jr.) 위원이 금리인하를 주장하며 금리동결 결정에 반대하였음. 이러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인해 연준리 의장인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 위상이 손상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음.
6) 신용등급 AAA 회사채의 경우 12월 현재 실질이자율이 3.78%이며, BAA의 경우
5.02%임.

실질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낮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대두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
연준리의 금리인하로
연방기금금리는 1961년
이후 최저수준인바,
개인소비지출의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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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더 이상의 추가 금리인하는 향후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어, 경기
회복이 더욱 지연될 경우 연준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 실정임.

3) 미국경제전망
미국경제는 다수의
불확실한 요인을 지니고
있어 2003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연준리의 저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불확실한 요인을 지니고 있어 2003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이라크 공격가능성,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그에 따른 달러화 조
정 가능성,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마이너스 富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 등이 현재 미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불안요인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제원유가의 인상은
불가피함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전쟁의 수행기간, 확전 여부 등에 미
국 및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이 결정될 것이나, 단기적으로 국제원유가의
인상은 불가피함.
－ GDP 대비 3.9%(2001년) 수준인 경상수지 적자는 향후 5%를 넘어설 것으
로 전망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달러화의 평가절하 역
시 불가피함.

(단위: %)

2002

2003

2004

2005

IMF

2.2

2.6

-

-

World Bank

2.3

2.6

3.1

-

EIU

2.5

2.8

3.3

3.2

Global Insight

2.4

3.0

4.0

3.3

OECD

2.3

2.6

3.6

-

1. 미국

� 최근 미국의 對이라크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바, 미 국제전
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CSIS)는‘이라
크 전 의 경 제 적 영 향 (AFTER THE ATTACK ON IRAQ: ECONOMIC
CONSEQUENCE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對이라크전 가상 시나리오와 그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함.
� CSIS는 전쟁의 전개양상을 낙관적인 경우(Benign Case), 중간(Intermediate
Case), 비관적인 경우(Worse Case)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상정함.
－ 낙관적인 경우(발생확률 40�60%)는 전쟁이 4�6주내 조기에 신속히 미국의 승리
로 끝나는 시나리오로서 전쟁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나 영향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중간시나리오(발생확률 30�40%)는 예상외로 이라크의 군사적 반발이 거세짐으
로써 전쟁기간이 6�12주간 지속되며 이라크 원유시설에 약간의 물리적 피해가 발
생하는 경우를 상정함.
－ 비관적인 경우(발생확률 5�10%)는 전쟁이 90�180일까지 지속되며 그 결과 다수
의 전사자와 이라크 및 인접국의 원유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임.
� CSIS의 분석에 따르면 對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미국경제의 경기재
침체(double-dip recession)를 야기함과 동시에 세계경제 회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나, 이상에서와 같이 낙관적인 전쟁시나리오의 확률이 높은바, 단기전으로 끝
난다면 1991년의 걸프전과 비슷한 수준의 충격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전쟁이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단기에 종결되면 전쟁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유
가 상승, 주가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점차 불안심리가 해소됨으로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오히려 정부지출의 증가, 불확실성의 제거로 인해 소비지출 및 투자가 활
발해짐으로써 2003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쟁이 없는 경우보다 0.5% 포인트 상
승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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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저축률이 증가하는 반면,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온 개인소비지출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불안요인
으로 지적되고 있음.
2003년 상반기까지
미국경제는 더 이상
회복되지도 악화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보일 것으로
평가

－ 이러한 상기 불안요인들을 평가해 볼 때 2003년 상반기까지 미국경제는
더 이상 회복되지도 악화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반기 이후 본격
적인 회복을 보일 것으로 평가되며, 2003년 연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3.0�3.5%)보다 낮은 2.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11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2.3%로 다소 낮은 상황
이어서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1) 기업 및 가계 부채의 실질 가치가 상승
하게 되어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2) 물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금보유유
인이 증대되어 개인소비지출이 지연될 것이며, (3)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시
키기 위한 통화당국의 각종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동생산성 향상 추
세, 적극적인 통화정책당국의 대응 등 미국경제의 펀더멘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
이고 있어 미국경제가 더블딥이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은 실정임.
○ 2001년 초 경기침체와 함께 하락하였던 노동생산성은 2001년 하반기 이후 증가
세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비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올
3/4분기 4.0%의 전기 대비 증가율(연율)을 나타내었음.
○ 또한 미국 노동시장 및 재화시장의 유연성과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위험분산,
미국 은행산업의 높은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01/
2
02/ 000
2
03/ 000
2
04/ 000
2
05/ 000
2
06/ 000
2
07/ 000
2
08/ 000
2
09/ 000
2
10/ 000
2
11/ 000
2
12/ 000
2
01/ 000
2
02/ 001
2
03/ 001
2
04/ 001
2
05/ 001
2
06/ 001
200
07/ 1
2
08/ 001
2
09/ 001
2
10/ 001
2
11/ 001
2
12/ 001
2
01/ 001
2
02/ 002
2
03/ 002
2
04/ 002
2
05/ 002
2
06/ 002
2
07/ 002
2
08/ 002
09/2002
2
10/ 002
11/2002
12/2002
200
2

1. 미국

4.00
물가상승률(%)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http://stats.bl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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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팀 이홍배 전문연구원, 김은지 연구원
hblee@kiep.go.kr, eunji@kiep.go.kr

가. 최근 경제동향
일본경제, 2002년 들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시현

� 2002년 들어 일본경제는 3/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8%(연율
3.2%)를 기록, 3분기 연속으로 플러스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 점진
적이나마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3/4분기의 플러스성장은 2/4분기에 이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
인소비부문의 호조가 지속된 데 기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출부문 역시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2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0%에서 0.9%로
상향조정하는 등 플러스성장률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2. 일본

� 그러나 설비투자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
으며, 완전실업률은 지난해 10월 5.5%를 기록, 과거 최고 수준을 경신하
였음.
－ 기업의 수익 악화에 따른 인건비 삭감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소득 및 고용
환경 개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심리가 또다시 얼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02년 2/4분기 잠시 증가세를 보였던 기업의 설비투자는 3/4분기 -0.5%

(단위: %)

2001년

2001년도
실질
GDP성장률
-1.4
개인소비
1.5
설비투자
-4.8
주택건설투자 -8.2
공공투자사업 -5.3
수출
-7.9
수입
-4.8

1/4
0.5
1.0
-3.3
-1.0
5.8
-3.3
-1.0

2/4
-1.4
0.4
-1.8
-7.4
-5.3
-4.1
-2.8

2002년

3/4
-1.3
-0.4
-3.9
-0.5
-0.3
-3.1
-3.3

4/4
-0.5
0.3
-3.6
0.4
-1.2
-1.6
-2.1

1/4
0.0
0.5
-1.7
-2.7
0.0
4.8
0.1

2/4
0.9
0.5
0.3
-0.4
-2.1
5.9
3.5

3/4
0.8
1.0
-0.5
0.0
-1.5
0.6
2.6

(%)
2.0

1.4
1.0

1.5

0.9

1.0

0.7

0.9

0.8

2/4

3/4

0.5
0.0

0.5
0.0
-0.5

-0.5
-1.0
-1.5
-2.0

-1.3
1999
4/4

2000
1/4

2/4

3/4

4/4

2001
1/4

-1.4

-1.3

2/4

3/4

4/4

2000
1/4

주: 회계연도는 당해년 4월�익년 3월.
자료: 일본 내각부(2002. 12. 9).「平成14年 7-9月期四半期別 GDP2次 速報」참조.

141

설비투자 회복 지연으로
고용불안 여전

142 Ⅳ.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를 기록, 감소로 돌아서는 등 여전히 정체를 보이고 있음. 더욱이 주가가
19년 만에 최저치(9,000포인트 붕괴)를 경신함에 따라, 2003년 3월 말 기
업의 연말결산은 최악의 사태가 예고되고 있어, 설비투자의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대외경제환경 악화로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차질 예상

� 수출부문은 1/4분기부터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3/4분
기에 0.6%의 증가에 머물러,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악성 디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경기 악순환이라는 국내적 불안요인에 더
해, 미국경제의 불투명성 및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가능성 고조 등으로 인
해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하면,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주택건설투자와 공공투자사업 역시 2002년 들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 경기부양책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02년 12월 20일 국채발행 규모를 30조
엔으로 억제한다는 재정균형노선을 일시적으로 연기, 공공투자사업을 통
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약 4조 엔)을 편성함.
－ 이에 따라 사실상 일본 정부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채발행
한도액은 이미 초과된 상태임.

나. 구조적 문제점과 일본 정부의 대응
부실채권처리지연: 경기
회복을 지연하는
가장 큰 요인

�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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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 엔)

리스크 관리채권

금융재생법개시채권

개별대손충당금

2001. 3

2002. 3

2001. 3

2002. 3

2001. 3

2002. 3

19.3

27.6

20.0

28.4

3.9

3.8

지방은행∙제2지방은행

13.2

14.4

13.6

14.8

3.3

3.3

전국은행 소계

32.5

42.0

33.6

43.2

7.2

7.9

금융기관 합계

43.4

53.0

43.0

52.4

10.0

10.4

시중∙장기신용∙신탁은행
(주요 13개 은행)

주: 1) 파산 신청한 금융기관은 제외

2) 금융재생법개시채권은 파산갱신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위험채권, 요주의채권의 합계
자료: 일본 금융청(http//www.fsa.go.jp)

－ 2002년 3월 말 현재 부실채권잔액(리스크관리채권 기준)은 약 53조 엔으
로 GDP의 10% 정도에 이르러, 2001년 3월 말 대비 무려 20% 이상 증가
함. 더구나 2002년 9월부터 일본 금융당국의 부실채권심사기준 강화로 인
해 부실채권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규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한 나머지 신용창출 및 중
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도 억제되는 등
실물부문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조기 부실채권처리→디플레이션
탈피→경기회복으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부실채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일본 정부가 매년 부실채
권의 조기 처리문제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
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불황으로 매년 처
리규모를 상회하는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부실채권처리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한계기업의 퇴출이 인위적으로 지연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망 신산업의 육성∙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장기적으로 공급능력 축소가 우려되며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장기불황으로 신규 부실
채권이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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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대응: 종합
디플레이션 대책 마련,
실효성은 불투명

� 현재 일본경제에 요구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
념이며, 부실채권의 조기 해결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화와 디플레이션
해소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추진하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일본경제의 구조적 침체현상이 부실채권을 처리함으로써 곧바로 경
기가 회복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증폭→국가신인도 하락→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2년 10월 30일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방안으
로「종합 디플레이션대책」과 함께 2004년까지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잔액 비율을 50%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금융재생 프로그램」을 발
표함.
－ 동 대책의 핵심은 부실채권처리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를 모색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우선과제로서 은행의 대출감사 기능 강
화 및 자기자본(자산등급)에 대한 엄격한 사정을 추진하는 것임.
－ 또한 동 대책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사정(査定) 강화, 민간부문과 정
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산업재생기구(가칭)」의 창설을 비롯하여 고용

� 금융시스템 강화
－ 은행자산 감사기능 강화
∙경영지원대상은 개별 대손충당금을 고려, 미국형 신 규정 정비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4년도까지 50% 축소
∙특별감사를 2002년 안에 재실시

2. 일본

－ 자기자본비율 감사 강화
∙비과세 상각 등 부실채권처리를 위한 세제 개선
∙새로운 세금효과 회계기준을 신속하게 검토
－ 금융위기 발생 방지
∙위기 발생시, 금융청이 일본중앙은행에 특별융자 요청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새로운 법∙제도 검토
－ 경영난의 금융기관은 정부∙일본중앙은행이‘특별지원’
∙금융당국의 감시강화, 경영책임 추궁
∙신구(新舊) 계정의 분리로 부실채권 분류
� 산업∙기업 재생
－ 재생가능한 기업을 조속히 재건
∙새로운 수용기구인 산업재생기구가 채권 매입
∙설비폐기 및 조직재편에 대한 세제 경감 확대
� 사회 안전망 강화
－ 기업정리에 대비하여 고용대책 충실화
∙이직자 채용기업에 지원금 지급
∙중∙고령층 수용회사 창업 지원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추경예산’을 포함한 재정조치
∙안전망 강화와 세수 부족에 대응
� 세제개혁
－ 기업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우대 확대
－ 상속세∙증여세 개선
� 규제개혁
－ 구조개혁특구를 가능한 조속히 실현하여 선행사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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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해소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 일본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완화 촉
구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대책 방안이 포함됨.
기득권층의 반발과
각 성청간의 의견대립
으로 정책논의는
답보 상태

� 그러나 동 대책은 기발표 경제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핵심적인 개혁안은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후퇴됨에 따라
일본경제가 당면한 디플레이션 해소와 금융시스템 강화를 이루기에는 역
부족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으로 전개해 온 세법 개정안과 민영화 사업 확
대, 구조개혁특구 구상 등에 관한 정책논의도 각 성청간은 물론 각 당, 지
방자치체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
－ 결국 동 대책은 지난「디플레이션 종합대책(2002. 2. 27)」과「긴급경제대
책(2002. 4. 6)」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경기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어, 일본
경제의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함.

일본중앙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정책은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
유발

� 한편 일본중앙은행은 당좌예금잔액의 한도를 현행 10조�15조 엔에서 15
조�20조 엔으로 확대하고, 장기국채 매입규모도 매월 1조 엔에서 1조 2
천억 엔으로 증액하는 등 추가 금융완화책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다량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기피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여서, 일본중앙은행이 의도했던 통화량 확대→금융기
관의 기업대출 촉진→설비투자 회복→고용불안 해소라는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려운 실정임.
－ 오히려 은행은 기업대출을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
어 장기금리 인하(국채가격 상승)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임.

2. 일본

결정시기 2001. 3. 19

8. 14

9. 18

12. 19

2002. 2. 28

4. 11

10. 30

당좌예금

5조 엔

6조 엔

6조 엔

10조�15

윤택한

10조�15

15조�20

잔액 목표

정도

정도

상회

조 엔 정도

공급

장기국채

4천억 엔

6천억 엔

6천억 엔

8천억 엔

1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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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엔 정도 조 엔 정도
1조 엔

매입액

1조
2천억 엔

(매월)
정부 정책 여당,긴급

-

개혁공정표

-

종합디플레

-

종합디플레

경제대책

결정

대책 결정

대책 결정

결정(3/9)

(9/21)

(2.27)

(10.30)

자료: 日本經濟新聞(2002. 10. 31).

다. 2003년 일본경제 전망
� 최근 OECD와 DRI-WEPA 등 주요 국제기관은 한결같이 일본경제의 회복
여부는 강력하고 신속한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일본경제의 회복 여부는
신속한 부실채권처리가
핵심

－ OECD는 일본경제의 회복 기조는 수출 증가와 재고 조정에 기인하는 것
으로써,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개
혁 목표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DRI-WEPA 또한 구조개혁의 핵심은 신속한 부실채권처리라고 지적함.
� 일본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2002년도 일본경제
는 2001년도(-1.9%)에 이어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년 연
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일본 정부는 2002년도 GDP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면서 플러스성장을 기대
하였으나, 2002년 하반기 들어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정체 심화, 주가
하락, 수출 둔화 등 경기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2003년 들어서야
플러스성장 시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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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경제의 불투명성이 해소되면서 세계경제 정세가 안정을 되찾고,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시장에 반영될 경우, 2003년
도 일본경제의 GDP성장률은 플러스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OECD, DRI-WEFA는 일본경제가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경우 2002년도는 각각 -0.7%, -0.5%의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2003년도 들
어 각각 0.8%, 1.4%의 플러스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은 2002년 3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한 점
을 고려하여, 2002년도는 플러스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2003년도 GDP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선순환 경기로의 전환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울 듯

� 그러나 금융 불안과 디플레이션 해소에 따른 선순환 경기로의 전환은 어
려운 실정이므로, 일본경제의 정상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하다고 할 수 있음.
－ 디플레이션의 장기화는 기업의 수익 증가를 억제하고 고용 및 소득환경
의 개선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소비의 정
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음.

(%)

1.4

1.5

0.5

0.8

0.8

1.0

0.9

0.9
0.6

-0.7

-0.5

OECD

DRI WEFA

-0.1

-1.0

0.1 -0.3

0.0
-0.5
-1.0

World Bank
2002

일본정부

NRI

JRI

2003

주: 1) 일본 정부의 전망치는 2002년 12월 19일 발표, 그 외의 전망치는 2002년 11월 발표이며,

일본 연구기관의 전망치는 회계연도 기준.
2) NRI는 노무라총합연구소, JRI는 일본총합연구소.
자료: 각 기관의 발표자료 참조.

2. 일본

� 일본 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경제회생을 위해「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지속적으
로 추진한다는 2003년도 경제 재정운영 방침을 발표함.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
한 구조개혁은 금융시스템∙세제∙규제∙세출 등 4개 부문에서 일괄적으로 실행
하기로 함.
－ 일본 정부는 금융시스템 개혁을「금융재생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착실하게 추진
하며,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부실채권의 조기 처리에 역점을 두어,
2004년도에는 부실채권처리문제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임.
－ 또한 금융부문과 일체된 산업∙기업의 재건을 위해 산업재생기구를 창설함과 동
시에 산업재생법을 개정하여 산업재편과 사업의 조기회생을 적극 추진함.
� 일본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활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
침임.
－ 구체적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설비투자 감세 집중화, 차
세대로의 원활한 자산이전을 위해 상속세∙증여세의 일체화, 금융∙증권세제의
경감∙간소화,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 도입. 주세 및 담배세 개정 등을 시행
함.
� 더욱이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 촉진과 산업공동화 억제를 위해 구조개혁특구 구
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마련된「구조개혁특별구역법」이
200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됨.
－ 동 구상은 전국적인 규모로 규제개혁과 개혁특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 자체적
인 개혁과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으로써, 일본 정부는 이에 필요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조치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것임.
� 일본 정부는「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마련, 2003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출부문 개혁에 초점을 둠. 특히 각종 제도∙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는 방침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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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EU 경제동향
2002년 들어 EU경제는
회복되는 양상

� 2001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동반침체를 겪었던 EU 경제는
2002년에 들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음.
－ EU 경제는 2001년 4/4분기 -0.2% 성장에서 2002년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4%의 성장으로 다시 플러스성장으로 회복되었으며, 2/4분기와
3/4분기에도 0.4%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음.
－ 이러한 경기회복은 2002년 2/4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경제가 회
복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EU의 수출은 2001년 4/4분기 전분기 대비 -1.3%의 성장을 보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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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전분기대비 증가율)

경기지표

2001. 4/4

2002. 1/4

2002. 2/4

2002. 3/4

GDP 성장률

-0.2(0.6)

0.4(0.5)

0.4(0.8)

0.4(0.9)

내 수

0.0

0.2

0.1

0.4

민간소비

0.2

0.0

0.4

0.6

투 자

-1.0

-1.1

-1.0

-0.2

수 출

-1.3

0.1

1.8

1.5

수 입

-1.0

-0.5

1.2

1.6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플러스성장을 보이고 있음. 2002년 2/4분기 수
출증가율은 1.8%, 3/4분기에는 1.5%의 성장률을 보였음. 수입의 경우
1/4분기 0.5% 감소하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 각각 1.2%와 1.6%의
성장률을 기록함.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에 반해 EU의 내수는 2002년 상반기까지
계속 침체를 보였음.
○ 내수는 1/4분기 전분기 대비 0.2%에 이어 2/4분기에는 0.1% 성장으로
2002년 상반기 동안에는 소폭의 성장에 그침. 2/4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4% 성장한 데 반해 투자는 전분기 대비 1%(전년 대비로는
-3.9%) 감소하는 등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내수 성장이 둔
화되었음.
－ 이후 3/4분기에는 민간소비의 0.6%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전분기 대비
0.4%로 상승하였으나, 내수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정도는 아님.
� 2002년 상반기 중 수출증대로 다소 회복세를 보인 EU 경제는 4/4분기에
미국 증시의 급락과 달러화 약세 등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음.

2002년 4/4분기 들어
다시 불안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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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EU는 실업증대와 물가불안7), 주식시장 침체8) 등 역내요인들뿐 아니
라 對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상승과 미국경제의 불안정성 등
해외 불안요인들로 인해 소비자 및 기업들의 신뢰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EU의 소비자신뢰지수와 기업신뢰지수
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4분기 EU의 경기지표들은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됨(표 IV-8 참조).
○ EU의 소비자신뢰지수는 9월 -7에서 11월에는 -11로 계속 하락하여 올
해 최저치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11월 경기둔화로 -20까지 급락하였던 기업신뢰지수 역시 이후
경기회복으로 2002년 5월에는 9포인트 상승한 -11을 기록하였으나, 11
월 현재 -10으로 크게 호전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소비자 및 기업신뢰도의
악화는 향후 EU 경제가
민간소비 및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의 증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약화시킴

－ 이러한 소비자 및 기업신뢰도의 악화는 향후 EU 경제가 민간소비 및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의 증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약화
시키고 있음.

(단위: balance)

2001.12 2002.1 2
EU

유로지역

3

4

5

6

7

8

9

10 11

소비자신뢰지수

-10

-9

-8 -8 -7 -7 -7 -8 -9 -7 -10 -11

기업신뢰지수

-19

-16

-15 -13 -11 -11 -11 -11 -11 -12 -11 -10

소비자신뢰지수

-11

-11

-10 -9 -9 -8 -8 -10 -11 -9 -12 -14

기업신뢰지수

-17

-15

-14 -12 -11 -10 -11 -11 -12 -12 -11 -10

자료: European Commission.

7) 유로지역의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는 2002년 6월 1.8%로 ECB의 정책목표치인
2%를 하회하여 물가가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2.2%를 기록하였음.
8) 대다수 EU 회원국의 종합주가지수들은 2002년 10월 초에 5�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특별한 상승 징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3. 서유럽 153

� 이와 같이 EU 경제가 또다시 경기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
며, EU 집행위원회도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기
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12월 5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
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한 2.75%로 결정하였음(그림 IV-9 참조).
○ 이번 금리인하는 2001년 11월 0.50% 포인트 인하한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것으로, 이로 인해 유로 지역의 기준금리는 지난 3년
이래 최저금리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음.
○ 2003년에도 경기둔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ECB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음(Box IV-6 참조).
－ EU 집행위원회도 경기부양을 위해 긴축재정을 골자로 하는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있음.
○ 먼저 2001년 경기둔화와 함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국들을 중
심으로 재정적자가 확대(Box 2 참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삭감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안정 및 성장협약상의 재정수지 균형달성
시한을 2004년에서 2년 연장한 2006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6.20
5/10(4.50%)
5.20

8/30(4.25%)

9/1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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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25%)
12/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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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CB.

이에 따라 EU는 기준
금리인하 및 안정 및
성장협약의 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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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ECB는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 최우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로부
터 수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압력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유보해 왔음.
－ 이는 2002년 상당기간 물가상승률이 ECB의 중기적인 정책목표치인 2.0%를 상회
하는 수준인데다, 총유동성(M3)의 3개월 이동평균도 정책목표치인 4.5%를 상회하
고 있었기 때문임.
－ 현재 유로지역의 2002년 11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는 2.2%이고, 10월 M3 3
개월 이동 평균도 7.1%로 모두 정책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인데도 ECB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물가안정보다
유로지역의 경기둔화에 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된 것임.
○ 더욱이 유로지역의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책 목표치인 2.0%를 약간 상회
하는 2.2%이지만, 이는 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상승에 기인한 일시적
인 현상으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은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일반론이었음.
○ 이러한 급격한 경기둔화 현상과 물가안정 전망에 따라 ECB는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임.
� 향후 유로지역의 회복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가
능성이 있지만, 2003년 상반기 동안은 2.75%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번 금리인하로 ECB가 향후 통화정책기조를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초
점을 둘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임.
○ 더욱이 2003년 인플레이션이 ECB의 전망대로 정책목표치인 2.0% 이하로 하락하
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의 금리인하가 오히려 그동안 외부로부터의 압력에도 불
구하고 고수해 온 물가안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ECB는 향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쉽게 포기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ECB의 이번 금리인하폭도 0.50% 포인트로서 큰 수준이었기 때문에, 2003년
상반기에도 유로지역의 경기둔화세가 지속된다 하더라고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기
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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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경기둔화가 시작되면서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대국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재정적자 확대
가 심화되고 있어, 유로지역 전체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대국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 회원국들이 2001
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감면과 정부지출 확대를 시행해 온 데 기인함.
－ 독일은 2001년 GDP 대비 2.7%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안정 및 성장협약에서의
상한선인 3.0%에 거의 근접하고 있음.
○ 이로 인해 2002년 2월에는 포르투갈과 함께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재정적자 조
기경보 조치까지 받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음.
○ 재집권에 성공한 쉬뢰더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고 2006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2002년 여름 홍수피해
에 대한 막대한 복구비용과 최근의 세입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긴축재정이 제대
로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임.
－ 프랑스도 재정적자가 2002년과 2003년 각각 GDP 대비 2.7%와 2.9%로 전망되는
등 2001년 GDP 대비 1.4%에서 확대되는 추세임.
○ 프랑스는 더욱이 2002년 10월 8일 EU 재무장관회담에서 자국의 경기부양을 위
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공약하였던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확대를 2003년 예산
안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도 재정적자 확대는 지속될 전망임.
－ 이탈리아 역시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재정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당초 2002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4%로 발표되었으나, 성장둔화와 세입감소
로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02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에도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감면을 계
획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입도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정부보유 부동산 매각 등 일
부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정상황은 계속 악화될 전망임.
－ 2002년 2월 독일과 함께 조기경보조치를 받을 위험에 처한 바 있는 포르투갈은 2001
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1%에 달해, 이미 과도재정적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임.
－ 이에 반해 유로지역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3개국은 현재 재
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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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최근의 경기둔화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
한 재정운영을 적절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정 및 성장협약의
개선안을 2002년 11월 Ecofin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안하기도 하였음
(Box 3 참조).

－ EU 집행위원회의 안정 및 성장협약에 대한 개선안에는 안정 및 성장협약에서 규정
하고 있는 균형재정 및 재정흑자에 근접하도록 하고 있는 목표에서 일시적인 재정
악화(temporary deterioration)나 소폭의 이탈(small longer-term deviation)은 허
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이행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안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부채가 GDP 대비 60% 이하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
만이 이러한 허용조치를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2001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는 정부부채가 GDP 대
비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포르투갈은 균형재
정 및 재정흑자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집행위원회의 개선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
가는 유로지역에서는 5개국(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에 불과함.

� 국가별로 보면, EU 주요 회원국 중 영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
지해 나가고 있으나, 유로권 총 GDP의 70%를 차지하는 독일, 프랑스, 이
탈리아 3국의 경우 여전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
－ 영국의 3/4분기 GDP 성장률은 0.8%의 성장을 보였으나, 독일, 프랑스, 이
탈리아 등은 3/4분기 0.2�0.3%의 성장에 그쳤음(표 IV-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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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전분기 대비 증가율)

회원국

2001. 4/4

2002. 1/4

2002. 2/4

2002. 3/4

영 국

0.2(1.6)

0.1(1.0)

0.6(1.3)

0.8(1.8)

독 일

-0.3(0.1)

0.3(-0.2)

0.2(-0.1)

0.3(0.4)

프랑스

-0.4(0.3)

0.6(0.5)

0.4(1.0)

0.2(0.8)

이탈리아

-0.2(0.6)

0.1(0.1)

0.2(0.2)

0.3(0.5)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Eurostat.

나. 2003년 경제전망
� 2003년 EU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현재의 저금리 기조와 2001년부
터 실시해 온 대규모 세금감면으로 인한 내수증대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완만한 회복이 예상됨.
－ 경제회복은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과 對이라크 전쟁의
가능성 등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나 이러한 외적 요인
들은 경제 회복의 시점에 영향을 줄 뿐 회복의 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단기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전망이 불확실
하며, 최근의 주식시장 침체, 對이라크 공격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불안정
등의 상황이 2003년 상반기에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 따라
빠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03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EU 역내에서도 물가
안정과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2003년 EU경제 완만한
회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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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전년 대비 증가율)

전망기관
OECD

IMF

DRI-WEFA

지 역

2002

2003

2004

EU

0.9

1.9

2.7

유로지역

0.8

1.8

2.7

EU

1.1

2.3

-

유로지역

0.9

2.3

-

EU

1.0

1.7

2.7

유로지역

0.8

1.5

2.6

자료: DRI-WEFA; IMF; OECD.

－ 다만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의구심 및 기업신뢰의 저하로 야기된 달러화
에 대한 신인도의 저하가 상대적으로 강한 유로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유로권 국가들의 수출 신장이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을 수 있음.
－ 대다수 경제전망기관은 2002년 EU의 GDP 성장률을 0.9�1.1%로 전망하
고 있으며, 2003년에는 1.5�2.3%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 EU 주요국 경제 동향 및 전망
1) 독일
독일경제는 최근 심각한
경기둔화를 보임

� 2002년 상반기 경기회복세를 보였던 독일경제는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경
제의 불안과 함께 또다시 경기 둔화세를 겪고 있음.
－ 이와 같이 독일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나, 통일 후유증, 경제
구조개혁의 지연, 낙후된 산업구조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경기
둔화가 보다 장기화되어 경기침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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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105.0
100.0
95.0
90.0
85.0
80.0
75.0

2001. 12 2002. 2
3
4
5
6
7
8
9
1
11
사업환경지수 85.1 83.9 86.7 88.6 91.4 90.5 91.6 91.2 89.9 88.7 88.2
현행여건지수 79.0 77.6 77.4 76.5 77.5 77.0 77.8 78.3 78.0 77.3 77.6
사업전망지수 91.2 94.6 96.3 101.1 106.1 104.7 106.2 104.8 102.4 100.7 99.2

10

11

12

87.7
77.9
97.9

87.3
79.1
95.8

87.1
76.8
97.9

자료: 독일 Ifo 경제연구소(http://www.cesifo.de)

� 최근 독일의 경기지표들도 독일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독일경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설비투자 감소로 3/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11% 감소하여 8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소
비도 회복세가 늦어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0.26%의 소폭 성장을 보였음.
－ 또한 독일의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기체감지수들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독일 유럽경제연구센터(ZEW)가 12월 10일 발표한 독일의 12월 경기
체감지수는 0.6으로 지난 11월 4.2에서 3.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독일의 Ifo 경제연구소의 기업신뢰지수도 12월 87.1로 11개
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IV-10 참조).
○ 2003년 1월 독일의 실업자 수는 462만 명에 달해 지난 5년 이래 최고를
기록함.
� 이에 따라 2002년 독일경제는 내수부진과 세계경제전망의 불확실로 인해
0.3%의 소폭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에도 1.1% 정도의 성
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 독일경제
1.1%의 소폭 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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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경제의 회복은 무엇보다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과 세계경
제전망에 달려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노동시장 개혁이나 연금 개혁 등 구
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회복하더라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임.
－ 더욱이 세계경제전망은 對이라크 전쟁가능성 등으로 인해 매우 불확실하
며, 유로화도 최근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어 독일의 수출경쟁력을 약
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독일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03년에 세율인상과 정부지출
축소 등 긴축재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는 기대하
기 힘든 상황으로, 독일의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

2) 프랑스
프랑스도 경기 둔화세

� 프랑스도 2002년 하반기에 들어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함께 경기 둔화세
를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프랑스경제는 2001년 1.8%의 성장에서 2002년에는 0.9%의 성
장으로 성장폭이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경기둔화는 200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부
터 유로지역의 경기회복과 세계교역의 증대에 힘입어 2003년에는 1.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프랑스 경제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무엇보다 세계경
제전망이 불확실한 데다 여타 불안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임.
－ 특히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가능성으로 인해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
이고, 프랑스의 주식시장 침체도 조만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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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불안요인들로 인해 프랑스의 기업신뢰도는 악화되고 있으며, 기
업투자도 감소하여 2002년에는 -0.5%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수출도 프랑스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독일의 경기둔화뿐 아니라 최근의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로 증대되기는 어려울 것임.
－ 이에 반해 민간소비는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세금감면과 저금리 기조 그
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02년 1.6%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향
후 프랑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3) 이탈리아
� 2001년부터 경기둔화를 겪었던 이탈리아는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감면과
정부지출확대를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경기부양효과는 나타나
지 않고 있음.
－ 2002년 상반기에는 2001년 4/4분기의 마이너스성장에서 회복되는 모습
이었으나, 회복속도는 기대치보다 낮은 상황이며, 2002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의 성장에 그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탈리아 정부의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투자는 3/4분기 전분기 대비 2.8%의 증가로 살
아나고 있는 반면에 민간소비는 정리해고 증대로 인해 전분기 대비 0.5%
성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미국경제의 불안과 함께 세계경제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소비자
신뢰지수와 기업신뢰지수도 2002년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향후 이탈리아의 경기회복은 내수증대보다는 미국과 최대 수출대상국인
독일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이탈리아 경기회복은
미국 및 독일 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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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對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함께 세계경제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고 독일의 경기둔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탈리아의 향후 경제성장
은 저금리와 물가안정으로 기반으로 한 내수증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
는 상황임.
－ 그러나 내수도 최근의 소비자 및 기업신뢰지수 하락을 감안할 때 쉽게 증
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수출도 유로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
화로 세계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고 큰 폭의 증가율은 기대하기 힘들 것
으로 전망됨.
－ 더욱이 이탈리아는 최근 세입감소와 함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과
거와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이탈리아경제는 2001년 1.8% 성장에서 2002년에는 0.3%의 소
폭의 성장에 그치고 2003년에도 약 1.4%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본격적인 경제성장은 세계경제회복이 확실시되는 2003년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4) 영국
비유로 회원국인 영국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
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비유로 회원국인 영국은 2002년에도 1.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가 38년 이래 최저치를 유지함에 따라 민간소비지출이 지속적으
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주택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음.
○ 2003년 2월 6일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현재
3.75%를 유지하고 있음.
○ 민간 소비는 2002년 3/4분기 전년 대비 3.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며, 영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1989년 이후 최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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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영국의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어서 금리변동 가능
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기업투자는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2.0% 성장으로 5년 이래 최저
치를 기록하고 있음.
� 2003년 영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속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민간소비 증대를 위주로 한 내수증대
로 2.6%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재정 흑자에 따른 다양한 재정 정책 수단의 보유 및 비유로권 국가로서의
신축적인 금리 조정에 따른 자율성 확대가 영국 경제의 상대적인 고성장
을 전망케 하고 있음.
－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지난 6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경기의 상승이
버블로 확인될 경우 주택 가격의 폭락-개인 파산 급증-내수의 위축 및 은
행권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재정 흑자에 따른
다양한 재정 정책
수단의 보유 및
비유로권 국가로서의
신축적인 금리 조정에
따른 자율성 확대가
영국 경제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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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팀 오동윤 연구원
dyoh@kiep.go.kr

가. 최근 경제동향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02년 경제성장률 8%

� 2002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8.0%로 예상되는바 이는 정부 목표치인 7%대
를 초과 달성한 것임.
－ 국내생산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위안을 돌파한 10조 2천억 위안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됨.
－ 분기별로도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시현하였는바 분기별 성장률은 각각
7.6%, 8.0%, 8.1% 및 8.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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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투자, 생산, 정부지출, 교역 등 경제 각 부문의 지표가 고른 성장세
를 시현한 결과임.
� 11월 현재 국내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3조 6,506억 위안임.
－ 지역별로는 여전히 도시지역의 소비 증가율이 10%대에 육박하면서 6%대

소비, 투자, 생산 등
모든 경제 지표 활발한
성장세

에 머무르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는 통신장비와 자동차 소비가 급증함.
－ 이처럼 국내소비가 증가한 데는 수입증가와 관계가 있는바 도시지역의 1
인당 평균수입은 10% 이상 증가한 7,500 위안, 농촌지역은 4% 이상 증가
한 2,470 위안을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는 11월 현재 2조 6,11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함.
－ 지방 개발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28.2% 및 23.8% 증가하면서 전체 고정
자산투자 증가를 주도함.
� 11월 현재 공업생산은 2조 8,26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함.
－ 기업의 효율성 개선, 수출 및 내수시장 경기 호조, 활발한 첨단기술 제품
생산 등이 공업생산 증가를 주도함.
○ 특히 공업생산 중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한 1조 7,656억 위
안인바 이는 전체 공업생산의 62.4%를 차지하는 수준임.
－ 전자통신, 교통운수, 화학공업, 전기기계, 야금, 방적 등 6대 산업의 공업
생산 증가가 전체 공업생산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함.
－ 활발한 공업생산 증가에 힘입어 기업 이윤이 20% 내외의 큰 증가폭을 보

수출호조가 공업생산
증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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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5,500억 위안을 기록함.
○ 이 중 국유기업의 이윤은 10.2% 증가한 2,327억 위안임.
� 2002년 중국경제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시현한 부문은 대외교역
임.
－ 당초 예상대로 WTO 가입 효과가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에 빠르게 반응하
면서 나타난 결과로 전년 대비 15% 안팎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11월 현재 수출입 총액은 5,60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함.
○ 9월의 월간 수출액은 6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
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섬.
－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각각 21.6% 및 20.5%를 기록함.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시장의 개방 효과보다는 WTO 체제를 발판으로 하는 중국의 수출시
장 공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11월 현재 교역수지는 272억 달러 흑자로 2001년의 흑자규모인 231억 달
러를 이미 초과함.

(단위: 억 위안, %)

1999

2000

2001

경제성장률

7.1

8.0

공업생산 증가율

8.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002
상반기

1�11월

7.3

7.8

7.9*

11.4

9.9

11.7

12.4

5.1

10.3

12.1

21.5

23.4

소비재소매총액 증가율

6.8

9.7

10.1

8.6

10.3

소비자물가상승률

-1.4

0.4

0.7

-0.8

-

주: *는 1�9월까지임.
자료: 각 연도 중국통계연감 및 정부 발표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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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실행액은 4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함. 또한 외환보유고는 624억 달러 증가한 2,746억 달러임.
� 농촌경제의 어려움 가중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2년 중국의
도시근로자 실업률은 전년 대비 0.9% 포인트 상승한 4.5%로 예상됨.
－ 농업부문의 경쟁력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약화되어 이농현상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해고가 속출하기 때문임.

2) 주요 경제현안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경제발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대내외적 변화를
겪고 있음.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고속 경제성장세 유지

－ 2001년 WTO 가입과 2002년 지도자 교체는 중국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임.
－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성장탄력이 붙은 중국경제에 신뢰감을 더해 주
는 계기가 되었음.
○ WTO 가입을 통해 국제화의 길을 앞당겼고, 무난한 정권교체는 정치적
안정과 영속성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임.
� 200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디플레
이션 현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디플레이션 현상은 공급과잉이 주된 원인임. 채산성이 악화된 상
태에서 계속된 생산은 소비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과잉생산에서 비롯된
장기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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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사장에서 이를
소화해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
급진전되는 중∙ASEAN
자유무역협정

� 2002년 9월 13�15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SEAN 연례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자유무역협정 기본안에 합의함.
－ 기본 합의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ackage)’임.
－ 금번에 합의된‘선자유화조치’는 동물, 식용 육류와 내장, 생선, 낙농제
품, 기타 동물제품, 살아 있는 나무, 식용채소, 식용과일 및 건과류 등 8개
농림수산물에 대하여 적어도 2004년 1월까지 자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는 것임.
○ 이는 민감 분야로 지목되었던 농업시장에 대한 개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업문제

� 최근 중국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바 경제적 파장뿐만 아니라 사회문
제로도 대두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압박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됨.
－ 기업의 비용증가는 곧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 결과 고용창출은 더
욱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됨.

� 최근 중국에서는 실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음.
－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실업자 증가는 사상
과 현실과의 괴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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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의 성과와 이미 철밥통이라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
에 익숙한 중국인민들의 사고 양식과의 괴리가 존재하게 됨.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업자 증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혁∙개방정책에
있음.
－ 생산성과 기업의 채산성이 강조되는 시장경제 운용의 기초가 중국경제를 지배하
기 때문임. 즉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의 슬림(slim)화가 진행되면서 실업이 발생하
게 됨.
－ 구체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직현상, 농촌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농촌인구
의 수입 감소, WTO 가입 이후 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실업의 원인을 제공함.
� 2002년 도시근로자 실업률은 전년 대비 0.9% 포인트 늘어난 4.5%로 예상됨.
－ 실업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까지 前직장에서 생활보조금을 받아오던 정리
해고자들이 공식적인 실업자로 집계되기 때문임. 실업자로 분류될 정리해고자는
515만 명으로 추정됨.
－ 2001년 국유기업 정리해고자 중 재취업자는 227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37% 감소
함. 재취업률 또한 30.6%에 불과함으로써 재취업정책이 실시된 1998년의 재취업
률인 50%에 비해 현저히 둔화된 상태임.
�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대규모의 고용구조 조정기를 겪고 있음.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경제발전의 여파가 고용구조를 변화시킴.
－ 이러한 고용시장의 조정국면 시작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음. 보
다 선진화된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되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임.
－ 이는 고용시장에서 새로운 고용여건 구축과 예전의 고용여건 파괴가 공존하는 시
기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구축이 파괴보다 천천히 진행되면서 고용불안이 발생함.
� 중국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0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도시실업
률을 4.5%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을 수립함.
－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 유도, 노동력의 자유이동 허용 등 노동시장 육성, 다
양한 취업 정보서비스 기구 설립, 임시직 등 기업의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유도,
재교육 기관 설립 등 취업보조기관 건립, 농촌 노동력 취업을 위한 중소도시 육성
등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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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중국의 구매력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수요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런 시점에서 유일하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농촌임.
－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잉여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을 시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농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나. 2003년 경제전망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03년 경제성장률
7.5% 전망

� 2003년 중국경제는 7.5% 수준의 경제상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소비 시장 활성화, 고정자산투자 증가, 수출 및 외국인투자 등 대외경제
여건 호조 등이 2003년에도 중국경제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무역수지 악화, 정부의 재정압박, 실업률 증가 등이 내수시장 활성
화에 따른 경제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의 공격적인 확대재정 정책 및 고정자산투자가 중국 소비자의 가
계수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소비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과 농민순수입은 각각 8%, 4%를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되는바 소비재 소매총액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던 농촌경제가 WTO 가입을 계기로 정
부의 지원이 급증하고 있어 지원책이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2003년에는
농촌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4. 중국

� 이러한 소비시장 활성화는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제공할 것임. 따라서 200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기가 될 것임.
� 한편 소득증가와 소비시장의 활성화는 중국의 대외수입 증가를 유도하여
수입증가율이 15% 안팎으로 기록하면서 11%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압도
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03년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악화되어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
으로 예상됨.

2) 주요 경제현안
� 중국이 7%대의 고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재
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고정자산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임.

(단위: %)

GDP
증가율

소비자 물 공업생산
가상승률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억달러)

WEFA

7.8

0.3

12.2

11.8

15.6

231

EIU

7.9

0.4

-

14.0

18.2

346

1)

사회과학원

7.9

0.0

9.4

11.7

13.1

260

거시경제연구원

7.5

0.0

11.0

10.0

-

-

국가신식중심

8.0

0.5

9.7

15.5

15.0

-

주: 1) 제조업 생산증가율.
자료: WEFA. 2002. 11. Monthly Economic Outlook.

EIU. 2002. 11. Country Report: China.
KIEP 북경사무소. 중국경제현안 브리핑.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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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14.2% 증가한 2조 4,680억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
망되며, 재정수입은 2조 1,140억 위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강도 높은 국유기업의
구조 조정

� 최근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공급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국유기업의 개
혁이 공급과잉을 조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임.
－ WTO 가입 이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실업자 증가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임.
� 2003년 중국경제의 가장 큰 관건은 단순한 고속성장의 달성이 아니라 국
유기업의 개혁, 실업문제 해결, 농촌경제의 경쟁력 제고 등 경제내 문제를
치유하는 데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인 성장의 모맨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중
국경제 성장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특히 정치지도부 개편 등의 경제 외적인 변수가 경제문제 해결과 성장 달
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2003년 중국경제의 관심
거리가 될 것임.

5. 동남아

동서남아팀 정재완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가.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 2000년 하반기 이후 침체기를 맞이하였던 동남아 경제는 각국 정부의 적
극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등에 힘입어 2001년 4/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다
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IV-11 참조)
－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온 전세계 IT 산업의 부진 등 대외경제
환경이 2002년 들어 미약하지만 개선조짐을 보여 대외무역이 많이 회복
되었고 또 내수경기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덕분에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임.

2002년 동남아 경제,
회복추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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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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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9 3.1
3.5 1.7 1.8

3Q
-5.4
3.1
-0.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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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2Q 3Q
-6.6 -1.5 3.8 3.9
1.6 2.4 3.8 3.9
-0.5 1.1 3.9 5.6
3.9 3.7 4.8 3.7
2.1 3.9 5.1 5.8

4Q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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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싱가포르의 2002년 4/4분기는 동국 정부의 추정치.
자료: Asia Recovery Information Center.

� 반면 2002년 후반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하강과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경제의 회복
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02년 10월 발생한 인도네
시아 발리섬 폭탄테러 여파로 인해 중요 산업인 관광산업이 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임.
2002년 동남아 전체,
3.8% 성장 추정

� 이에 따라 2001년 2.0% 성장에 그쳤던 동남아 경제(브루나이를 제외한 9
개국 전체)는 2002년에는 3.8%로 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국별
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은 4%대, 인도네시아는 3%대, 싱가포
르는 2.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그림 IV-12 참조)
－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민간소비 호조, 필리핀
의 경우 수출과 민간소비 지출의 호조, 인도네시아의 경우 투자 부진 속
농업 부문의 생산 호조가 회복세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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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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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1
8.3
0.4
4.0

필리핀
-0.6
3.4
4.4
3.2
4.6

싱가포르
0
6.9
10.3
-2
2.2

태 국
-10.8
4.4
4.6
1.8
4.9

주: 1) 싱가포르의 2002년 수치는 동국 정부의 추정치.
자료: ADB. February 2003. Asia Economic Monitor 2003.

－ 반면 2001년 사상 최악의 부진을 보였던 싱가포르 경제는 화학산업과 전
자산업의 호조,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2.2% 성장
에 그친 것으로 최근 발표됨.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인도차이나 국가들 경제는 2000년을 피
크로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5%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그
림 Ⅳ-13 참조).
－ 2002년 인도차이나 경제는 東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풍부한 천연자
원 개발, 농업 작황 호조 등을 배경으로 2001년보다는 다소 낮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임.

인도차이나 국가들,
성장세 둔화 속
5%대 성장

176 Ⅳ.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 14
12
10
8
6
4
2
0
1998
1999
2000
2001
2002

베트남
4.4
4.7
6.1
5.8
6.3

라오스
4
7.3
5.8
5.7
5.8

캄보디아
1.5
6.9
7.7
6.3
4.5

미안마
5.8
10.9
13.6
5.4
4.6

주: 미얀마는 EIU 자료이며 회계연도(4월�익년 3월) 기준.
자료: ADB. February 2003. Asia Economic Monitor 2003.

EIU. November 2002. Country Report: Myanmar(Burma).

－ 이 국가들은 또한 1997년 이후 급속히 위축되었던 관광분야가 다시 회복
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지속(미얀마 제외)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인근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개별 국별로는 베트남이 6.3% 성장한 것을 비롯 라오스 5.8%, 캄보디아
4.5%, 미얀마 4.6% 성장한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베트남 경제는 2001년 12월 체결된 미국과의 무역정상화(NTR) 협정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활발과 수출 호조로 ADB의 추정보다는 높은 6% 이
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2) 수출입과 제조업 생산
수출입증가율, 2002년
1/4분기 이후 상승세

� 세계 IT 산업의 수요 부진,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의 불황, 東아시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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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침체 등에 의해 2001년 극심한 침체기를 맞이하였던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무역은 2002년 1/4분기 이후부터 급속히 회복됨.(그림 IV-14, 15 참조)
－ 이는 주요 선진권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추진, IT산업의 소폭 회복을
비롯한 대외 경제환경의 호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IT산업의 완만한 회복은 전자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필리
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수출 확대를 가져옴.
－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자원개발의 활발, 섬유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 호조 등으로 수출이 증가함.
� 수입의 경우에도 2002년 상반기를 전후로 회복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부
양에 따른 민간소비수요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수입수요 역시 증가한 것
으로 보임.
－ 동남아에서는 수입이 경제성장의 축인 제조업과 수출의 선행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수입의 이러한 증가세는 수출 증가로 이어짐.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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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sia Recovery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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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회복이
수출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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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전년 동월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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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sia Recovery Information Center.

제조업, 외자진출
부진으로 인도네시아
등은 침체 지속

� 동남아 주요국의 제조업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부진, 중국 등 경쟁국
과의 수출경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가운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
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2002년 상반기를 전후하여 회복되고 있음.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경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석유화학
및 전자산업의 호조 등의 영향으로 월별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최근 증가
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외자유치의 부진과 정치사회적 불안의 지속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부진의 늪에 빠져 있음.

3) 금융시장
주식시장, 침체 지속

� 9∙11 테러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동남아 주요국 주가는 2001년 말을
전후하여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외자유입 부진, 중동사태 불안과 발리 폭
탄테러 여파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Ⅳ-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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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필리핀(PCOMP), 인도네시아(JCI), 태국(SET)의 주가는 정정불안과
외자유치 저조 등으로 최저점인 1998년 9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함.
� 동남아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주간 환율은 2001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
복세를 배경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에 비해 인도네시아 루피아貨는 2002년 12월 말 현
재 41.73%, 태국 바트貨는 20.25%, 싱가포르 달러貨는 6.15% 절상된 것으
로 나타났으나, 필리핀 페소貨는 오히려 0.22% 절하됨(그림 IV-17 참조).
－ 말레이시아 링깃貨는 1998년 9월 이후 3.80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 역
시 최고환율을 기록했던 1998년 1월에 비해 19.37% 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이전인 1997년 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한 환율변
동률을 보면, 2002년 12월 말 현재 인도네시아 루피아貨는 277%,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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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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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소貨 103%, 태국 바트貨 68.9%, 말레이시아 링깃貨 50.6%, 싱가포르 달
러貨 23.7% 절하된 상태임.
－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투자환경 개선 등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동남아는 아직 정치∙사회적인 혼란 지속, 금융개혁 지연, 외자 유
치 저조 등으로 주요국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4) 경상수지와 외국인투자
경상수지, 1999년과
2000년 이후 흑자규모
감소세

� 금융위기 이후 대폭 흑자로 전환되었던 동남아 주요국의 경상수지는
1999년과 2000년 이후 흑자규모가 감소되고 있음.
－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전통적 흑자국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위기
직후 외자유치 활발과 수출에 비해 더욱 격감한 수입수요 등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여건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흑자규
모가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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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만년 적자상태이던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최근 적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은 1999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있음.
� 동남아에 대한 純외국인직접투자(net FDI)의 경우, 1997년의 금융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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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2000년 이후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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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나 유출되고 있음.
－ 특히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싱가포르의 경우 9∙11
테러 사태 및 세계 반도체시장 축소로 인해 2001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투
자 철수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그림 IV-19 참조)

나. 2003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對 이라크전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 가능성

� 동남아 경제는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변동과 이에 따른 미
국 경제의 더블딥(double-dip recession) 여부 및 세계경제의 하강기조 가
능성 등 대외 경제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이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외수출과 경제성장률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는 산유국, 원유수입국, 정유선진국 등이 혼
재한 동남아의 경제성장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동남아에는 원유생산에서 세계 15위인 인도네시아와 23위인 말레이시
아 같은 산유국이 있는가 하면 싱가포르와 같은 대규모 정유센터를 갖
춘 나라도 있고 또 태국과 필리핀처럼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도 있음.
� 그리고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이 시작된다면 동남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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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공격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종결된다면 동남아 경제에 직접 미
치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불확실성의 제거측면에서는 오히려
호재).
－ 반면 對이라크 공격이 장기로 이어지고 또 확대될 경우 실물과 금융 측면
에서 동남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특히 원유가격의 상승,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한 장기금리의 상승, 소비
마인드의 위축을 통한 미국 경제의 악화, 전세계의 심리위축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격감 등은 대외의존도가 큰 동남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
쳐 수출,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와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 기조를 반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 게다가 이슬람교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정 불안, 외자유입의 감
소, 관광 수입의 급락 등이 우려되기도 함.
� 2002년에는 비교적 순조로운 회복세를 경험한 동남아 9개국(브루나이 제
외) 경제는 대외경제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나 회복 기조를 이어가 2003년

동남아 전체 경제,
2003년에는
4%대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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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체 성장률이 4%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4%대를 유지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
이나 국가들은 여전히 높은 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표
IV-12 참조).
－ 특히 지속되고 있는 내수의 확장, 경제 개혁 또는 구조조정의 지속, 중국
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 2002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됨.
� 2002년 공식 출범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
싼 FTA 추진은 동남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임.
� 반면 2002년 10월 발생한 발리섬 테러사건의 여파로 동남아의 주 외화수
입원인 외국관광객의 급감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동
남아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됨.
인도차이나, 벼 작황과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

� ASEAN 신규 가입국들인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농업국이고 또 대외의존도
가 높은 관계로 기후와 이에 따른 농업작황 여부, 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
의 활성화에 이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2001년 12월 체결된 미국과의 무역관계정상화(NTR) 협정의 효과
를 베트남이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와 2002년 11월 열린 최초의 확대메콩
유역 정상회의(GMS Summit)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메콩
(Mekong)江유역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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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2002년 1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공식 출범
시킨 가운데, 세계 주요 지역 및 국가와 연계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중심축(hub)을 구성하고자 함.
－ 2001년 11월 초 캄보디아에서 개최된‘ASEAN+중국’정상회담에서 ASEAN은 중
국과‘ASEAN∙중국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ASEAN-Chin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함.
○ 그 골자는 2010년까지‘ASEAN∙중국 자유무역지대(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를 실현하자는 것으로, 이는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가 2001년
제의했던 구상이 공식화한 것임.
－ ASEAN과 일본은‘ASEAN+일본’정상회담을 통해‘ASEAN∙일본 포괄적 경제연
대(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ASEAN∙일본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키로 함.
－ ASEAN은 또‘ASEAN+인도’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하고‘ASEAN∙인도 자유무
역지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미국도 가세하여 2002년 10월
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ASEAN 엔터프라이즈 이니셔티브(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s)’를 발표하여 ASEAN과 FTA를 추진키로 함.
� ASEAN의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국제무대에서
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 게다가 싱가포르와 태국 등 개별 국가도 뉴질랜드, 일본, 미국, 멕시코 등 세계 주
요국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체결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는 주요국과의 FTA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00년 8월 뉴질랜
드, 2002년 1월 일본, 2002년 6월 EFTA(스위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
이)와 각각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 호주(2002년 11월 현재 최종 협상완료), 미국
(10여 차례 협상진행), 멕시코, 칠레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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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인 메콩(Mekong)江 유역을 개발하
자는 움직임은 19세기 후반 이후 제기되었으나, 본격적인 개발은 1992년 ADB가
주도가 된 확대 메콩유역(GMS)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메콩江위원회(MRC)가 재결
성된 이후부터임.
－ 중국 운남성을 비롯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6개국으로 구
성된 유역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주목
을 받아 왔음.
－ 이 중 GMS 프로그램은 수송부문과 에너지 및 통신 분야에서만 약 134억�168억
달러가 소요되는 100여 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음.
� GMS 프로그램은 그동안 개발자금 동원의 어려움과 東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구축기(1992�94년), 협력기반 구축기(1994�96년), 프
로젝트 준비기(1996�2000년)를 거쳐 2000년 이후 본격 추진기에 들어서고 있음.
－ 2001년까지 GMS 프로그램에 투입된 총 규모는 약 20억 달러에 달하며, 5,6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지원도 이루어짐.
� 메콩江유역개발은 그 잠재력과 상징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이
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메콩江유역개발은 1997년 이후 계속 개최되고 있는‘ASEAN+한∙중∙일’
(ASEAN+3) 정상회담과 한∙베트남을 비롯, 동북아와 동남아 개별정상회담에서도
매번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또한 ASEAN도 최근 新舊 회원국간 경제격차 해소를 메콩江유역개발을 통해 모색
하고 있으며, ESCAP도 2000년 6월, 2000�09년을‘메콩江유역개발협력의 10년’
으로 결의하는 등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2002년 11월 개최된 GMS Summit을 기반으로 유역국가들의 경제개발이 본
격화되고 또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ADB의 지원 확대와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등
이 이루어져 메콩江 유역개발은 다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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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무역
� 2002년 동남아 경제회복을 이끈 대외무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권 경제의 침체, IT 산업의 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東아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와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입 증가 등으
로 2002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표 IV-13, 14 참조)
－ 특히 역내 수출의 증가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수출입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단위: %)

1999

2000

2001

2002(예측) 2003(예측)

인도네시아

-0.4

27.7

-9.9

2.5

2.5

말레이시아

15.5

16.1

-10.4

6.5

12.0

필리핀

18.8

8.7

-15.6

7.1

4.6

싱가포르

4.4

20.3

-11.8

1.4

5.0

태

국

7.4

19.5

-6.1

6.0

6.2

베트남

23.3

24.0

4.5

6.6

25.5

자료: 日本總合硏究所(JRI). 2002年 12月 1日.『アジア∙マンスリ－』.

(단위: %)

1999

2000

2001

2002(예측) 2003(예측)

인도네시아

-12.2

39.2

-7.7

-2.0

1.5

말레이시아

12.2

25.3

-9.9

8.0

12.0

필리핀

3.6

2.1

-5.9

8.4

6.2

싱가포르

9.4

21.3

-13.9

0.3

5.3

태

국

17.7

24.6

2.4

5.0

7.8

베트남

1.1

30.8

2.3

13.8

15.9

자료: 日本總合硏究所(JRI). 2002年 12月 1日.『アジア∙マンス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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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과 소비자 물가
환율과 소비자물가 모두
안정세 유지 전망

� 2001년 하반기 이후 다소 안정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주요국 통화의 對달
러 환율(연평균)은 2003년까지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루피아貨, 태국 바트貨, 싱가포르 달러貨는 소폭의 절상이 예
상되고 필리핀 페소貨와 베트남 동貨는 다소 절하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개혁 부진과 정정 불안이 우려되는 인도네시아
를 제외하고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유가 등락에 따라 좌우될 것으
로 보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 핀
루피아
링깃
페소

싱가포르
달러

태국
바트

베트남
동

2002년

9,368.2

3.80

51.61

1.79

42.93

15,270

2003년

8,982.6

3.80

54.37

1.78

42.21

15,836

자료: WEFA. November 2002. Asia and Oceania: Monthly Outlook.

(단위: %)

1999

2000

2001

2002(예측) 2003(예측)

인도네시아

20.5

3.7

11.5

11.5

8.0

말레이시아

2.8

1.5

1.4

1.8

1.2

필리핀

6.7

4.3

6.0

3.3

4.5

싱가포르

0.0

1.3

1.0

-0.5

0.5

태

국

0.3

2.5

1.5

1.6

2.0

베트남

0.1

-0.6

0.9

3.4

2.5

자료: 日本總合硏究所(JRI). 2002年 12月 1日.『アジア∙マンス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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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성장 전제조건
� 동남아 경제가 본격 회복되고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
경제의 회복과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에 따른 영향 최소화 등 대외 경제 환
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경제개혁의 추
진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 등도 요구되고 있음.
－ 동남아 경제가 고도성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비롯한
경제개혁의 지속, 수출의 회복, 국내투자의 회복 등의 내부적 조건과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활성화 등 외부적 조건이 선결
되어야 가능할 것임.
－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은 아직 핵심과제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며,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
나 국가들도 FDI의 유입을 위해 투자환경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임.
○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의 전체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권 비
율은 2000년 이후 크게 낮아졌으나, 아직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
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20%대에 육박하고 있음.

40

태국

35
인도네시아

30
25

필리핀

20
말레이시아
15
10
5
0

200.3

6

9

12

2001.3

자료: Asia Recovery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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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여건의 개선과
경제개혁의 지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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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금융위기 전후로 추락한 국가신용도를 회복
하는 것도 중요함.
정치∙사회적 안정 필요

� 동남아 국가들은 정치∙사회적 안정의 지속도 필요함. 특히 동남아는 세
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비롯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이슬
람교 분포가 많아 주변과의 갈등의 우려가 높고 말레이시아 등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정치 불안도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 국가들과 주변국들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미얀마의 군부독재 지속, 캄보디아의 2003년 총선 전후 정정불안 가능성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요구되고 있음.
� 국별로 보면, 싱가포르는 2003년 1월 물품 서비스세(GST) 인상에 따른 내
수위축 극복과 적절한 경기부양책의 실시가 관건임.

싱가포르, 내수위축
극복과 적절한 경기
부양책의 실시가 관건

－ 싱가포르 정부는 2003년 1월 1일부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내리는 대신 그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
해 GST를 종전 3%에서 4%로 인상함.
○ 이러한 세제 개정에 의해 싱가포르는 2003년 한해 0.3% 포인트의 GDP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전망
함.
� 말레이시아는 전세계 전자업종의 침체와 지속된 재정적자 기조 및 총선
을 전후한 정치 불안 등을 극복하여야 함.
� 태국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농업작황
악화를 극복해야 함.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테러 이후 관광산업의 위축과 대외충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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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경제구조가 문제점임.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특히 정치∙사회적 불안의 지속과 함께 재정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정부부문의 경기조절 능력 상실 등도 극복해야 할 과
제임.

6. 중남미

미주팀 권기수 전문연구원, 김진오 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kskwon@kiep.go.kr

가. 최근 경제동향
1) 중남미지역 현황
2002년 중남미경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침체를 기록

� 2002년 중남미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음.
－ 2002년 중남미경제 침체는 域內的으로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여파에다
大選을 둘러싼 브라질의 정치∙경제혼란에 기인했으며 域外的으로는 최
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그 원인이었음.
－ 특히 2002년 중남미경제 후퇴는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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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체에 기인했는바, 아르헨티나경제는 디폴트 여파로 마이너스 11%대
의 극심한 침체를 겪었으며, 베네수엘라경제도 대통령이 축출되었다 복
귀하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마이너스 7%대의 침체를 보였음.
－ 이 같은 중남미지역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실업률도 2001년 8.4%에서
2002년에는 1990년 이후 최고치인 9.1%에 달했음.
� 2001년에 이은 2002년 미국경제의 저성장세는 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남미경제의 경기회복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6
5
(단위:%)

4

멕
시
코
위
기

잃어버린 10년
(Lost Decade)

3

브
라
질
위
기

아
르
헨
티
나
위
기

2
1
0

19
80
-8
5
19
85
19
86
19
87
19
88
19
89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2

-1

2000.12

2001.12

2002.10

아르헨티나

100

102

44

브라질

100

92

69

칠레

100

90

91

콜롬비아

100

101

90

멕시코

100

107

99

페루

100

103

106

베네수엘라

100

103

71

자료: BBVA, Latinwatch, Nov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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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對美 수출의존도가 70�90%에 달해 미국경제에 대한 동조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멕시코와 중미∙카리브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절대적이었음.
� 아르헨티나 디폴트 여파에다 브라질 大選을 전후한 정치∙경제 불안정은
중남미 금융 및 환율시장을 극심한 불안으로 몰아넣었음.
－ 국별로는 2002년 중남미 경제위기의 양대 진원지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은 베네수엘라의 환율이 극심한 혼란을 보였음.
� 2002년 對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경기침체 ▲정치적
불안정 ▲민영화사업 고갈 등의 악재로 1997�2001년 연평균 도입액 670

1998

1999

2000

2001

20021)

실질 GDP 증가율 %

2.2

0.5

3.8

0.3

-0.5

1인당 GDP증가율 %

0.6

-1.0

2.2

-1.2

-2.0

재정수지

-2.4

-2.8

-2.5

-3.2

-3.3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말기준

10.0

9.7

9.0

6.0

11.4

실업률

%

8.1

8.9

8.4

8.4

9.1

환율

연말기준

96.0

99.5

100.0

98.3

105.9

10억 달러

-89.0

-54.6

-45.5

-51.6

-35.1

단위

경상수지

%, GDP 대비

%, GDP 대비

-4.5

-3.1

-2.4

-2.8

-2.1

2)

10억 달러

326.1

342.1

407.3

392.0

392.5

2)

수입

10억 달러

378.7

360.9

420.4

412.2

381.4

무역수지

10억 달러

-52.6

-18.8

-13.1

-20.2

11.1

FDI

10억 달러

60.876

79.741

67.711

68.081

38.974

10억 달러

747.630

763.684

740.472

727.833

725.074

37.8

43.7

38.3

39.0

44.2

수출

총 외채

%, GDP 대비

주: 1) 추정치, 2) 서비스 포함.
자료: ECLAC,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ias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02,

Diciembre 2002; EIU, Views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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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의 절반수준인 390억 달러에 그침.
－ 특히 중남미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고 국가위험도가 높아지면
서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도입도 2001년의 절반수준인 162억 달러에 머
물렀음.
� 전반적인 중남미 각국 통화의 평가절하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 8
년간 하락세를 보여 오던 소비자물가가 2002년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음.
－ 2002년 중남미 소비자물가는 2001년 6%의 배에 해당하는 11%에 달했음.
� 중남미지역 무역수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등이 무역
흑자를 시현함에 따라 2001년 202억 달러의 적자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2002년에는 111억 달러의 흑자로 반전.
－ 이 같은 무역수지 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적자 규모도 2001년 516억 달러
에서 2002년에는 351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음.

2) 중남미 경제전망
� 2003년 중남미경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2002년의 침체에
서 벗어나 2�3%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달성할 전망임.
－ 2003년 중남미경제 향방은 2002년과 마찬가지로 對內的으로는 아르헨티
나 경제위기의 신속한 해결과 좌파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혼란의 조
기 안정, 對外的으로는 미국경제의 성장 회복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임.
� 2002년에 이은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는 對美 수출의존도가 50%를 상
회하는 중남미국가들의 수출 확대는 물론 주력 수출상품인 1차산품 국제

2003년 중남미경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2�3%대의 완만한
성장세 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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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상승을 유발, 중남미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임.
－ 특히 미국정부가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안데스지역 국가
들의 마약퇴치 노력을 지원키 위해 무역특혜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 10
월 발효시킨 안데스무역촉진 및 마약퇴치법(ATPDEA)은 안데스국가들의
수출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중남미지역의 전반적인 수출은 2002년 대비 5�6% 확대될 전
망임.
� 그러나 일부 대외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3년 중남미경제는 아르헨
티나 및 브라질 경제의 불확실성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전망임.
－ 2001년 말 디폴트 선언 전후로 극에 달했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전염
효과는 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긴 했지만 2003년에도 여전히 중남미 경

(단위: %)

2002

2003

IMF

EIU

-0.6

-0.1

-0.5

아르헨티나 -16.0

-11.3

중남미

BBVA ECLAC

IMF

EIU

BBVA ECLAC

-0.5

3.0

3.6

2.0

2.1

-11.3

-11.0

1.0

2.7

2.3

2.0

브라질

1.5

1.0

1.3

1.5

3.0

0.9

1.4

1.8

칠레

2.2

2.0

2.2

1.8

4.2

3.0

2.8

3.5

콜롬비아

1.2

1.7

1.2

1.6

2.0

2.4

1.5

2.0

페루

3.5

3.4

3.5

4.5

3.0

3.0

2.6

3.5

베네수엘라

-6.2

-6.1

-5.3

-7.0

2.2

1.7

0.9

-0.5

멕시코

1.5

1.0

1.1

1.2

4.0

2.3

2.9

3.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2; EIU Viewswire; Banco Bilbao

Vizcaya, Latinwatch, November 2002; ECLAC,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ias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02, Diciembr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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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상존할 전망임.
－ 특히 좌파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브라질경제의 불확실성이 중남미경
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중남미지역의 환율 및 금융시장 혼란은 최소한 아르헨티나 大
選(2003. 4. 27)이 끝나고 브라질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2003
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전망임.
� 이 같은 지속적인 중남미경제의 불확실성으로 1998년 정점을 기록한 이
후 하락세로 돌아서 2002년에 최저점을 기록했던 중남미지역에 대한 외
국인 민간자본 유입도 소폭의 증가에 그칠 전망임.
－ 특히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이후 중남미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감을 가진 좌파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등 시장지향 개혁정
책이 퇴조조짐을 보임에 따라 2003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2년과
유사한 368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나. 주요 국별 경제현황 및 전망
1) 브라질
� 2001년 말부터 침체 국면에 돌입했던 브라질경제는 2002년 大選을 전후
한 정치불안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회복조짐을 보임.
－ 브라질 경제는 2001년 4분기 -0.6%, 2002년 1분기 -0.7% 등 2분기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등 침체양상을 보였으나 2002년 2분기(전년 동
기 대비 1.0% 성장)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데 이어 3분기에는 회복

2002년 브라질경제는
大選을 전후한
정치불안에 따른
환율 및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으로 1%대
의 저성장에 머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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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同 2.38% 성장)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남.
○ 이에 따라 2002년 브라질 경제는 약 1%대 성장률을 달성, 당초 우려한
마이너스대 성장률은 벗어남.
－ 2002년 4월 이후 大選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으로 환율시장이 극심한 혼
란을 보이며 브라질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대두되었음.
○ 2002년 10월 大選 직후 환율시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좌파 소속인 룰
라 대통령 당선자가 市場親和的인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함에 따라 다소 진정세로 접어들었음.
○ 2002년 말 현재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2001년 말 대비 약 50% 하락
한 3.5헤알 수준을 기록.
－ 2002년 들어 헤알화의 급격한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식품 및
연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물가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 이 결과 2002년 소비자물가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 대 수준
인 12.5%를 기록했음.
－ 이에 따라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1999년 경제위
기 이후 인하세를 유지해오던 중앙은행기준금리(Selic)를 2002년 하반기
에 세 차례에 걸쳐 대폭(18% → 25%) 인상했음.
－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헤알화 평
가절하에 힘입은 전반적인 수출가격경쟁력 제고에다 국내 경기침체에 따
른 수입수요 감소로 무역수지흑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음.
○ 2002년 무역흑자는 1993년 이후 최고치인 131억 달러를 기록했음. 이
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도 2001년 4.7%에서 2002년에는
2003년 브라질경제는
수출확대와 환율 및
금융시장 안정으로
2001년 이후 지속되어
온 저성장세를 벗어날
수도 있을 전망임

1.6%(78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음.
� 2003년 브라질경제는 2002년 수출확대에 힘입은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
고 大選 직후 급속히 진정된 환율 및 금융시장의 안정이 이어질 경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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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지속되어온 저성장세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임.
－ 브라질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003년 1월 1일
출범한 룰라 정부가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실추된 대외 신
인도를 회복하는 한편, 주요 야당과의 연정을 구성하는 등 집권기반 강화
를 통해 산적한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브라질경제는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추진 → 대외신인도 제고
→ 해외자본도입 재개 → 환율 및 금융시장 안정 → 물가안정 → 금리
인하 → 경기회복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브라질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아직까지 매우 열악한 상
황인데다 지지기반의 다양한 이해를 감안할 때 신정부가 현 경제난국의
해법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을 전망임.
○ 특히 노조, 무토지농민운동단체(MST), 기업인, 좌파정당, 보수우익정
당 등 신정부의 다양한 지지기반은 일관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향후 브라질 경제향방의 최대 관건은 브라질 정부의 지속적인 부채 상환
능력 여부임.
○ 2002년 말 GDP 대비 60%에 달하는 브라질 정부부채의 규모와 부채의
증가속도에 비추어볼 때, 브라질 정부가 현재와 같은 외환∙금융시장
혼란과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나갈 가능성은 점
차 희박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IMF나 S&P 등은 브라질 정부가 현재의 정부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서는 GDP 대비 3.75% 수준인 기초재정수지 흑자규모를 同 4�5%로
확대해야 하며 연평균 실질 GDP증가율은 3%선에 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신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재정이나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
를 축소하지 못하거나 브라질경제가 지속적인 침체양상을 거듭할 경우
정부부채문제는 브라질경제의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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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GDP성장률

-0.5

3.2

3.4

3.7

3.9

소비자물가상승률

9.6

11.4

12.6

11.6

10.5

재정수지(GDP 대비)

-5.0

-4.0

-3.0

-2.1

-1.6

경상수지(GDP 대비)

-3.8

-3.3

-2.9

-2.5

-2.1

자료: DRI-WEFA,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Fourth-

Quarter 2002.

2) 멕시코
미국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출감소와
긴축 통화 및 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내수
위축이 2001년에 이어
경제성장을 위축시켰음

� 2002년 멕시코경제는 2001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유도했던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특히 미국 경제회복이 지연되
면서 정부목표치인 1.8%보다도 낮은 1.2%(CEPAL 기준) 성장에 그쳤음.
－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및 세계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수출 및 생
산 감소, 고용악화, 내수 위축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2001년
성장률이 -0.3%를 기록하였음.
� 경제성장률 동향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상
반기 성장률은 0.0%에 그치고 하반기에는 1.2%를 기록하였음.
－ 이는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의 고리를 끊고 3/4분기부터 실질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한 결과였음.
－ 수요는 전체 생산부문에서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투자는 여전
히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음.
○ 내구성 민간소비의 경우 금리하락을 이용한 은행권 및 비은행권(백화
점, 자동차판매업 등)의 적극적인 판매 전략으로 다소 활성화되었는데,
10월까지 수출용 자동차 생산이 감소(-2.8%)하는 가운데 내수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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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하였음.
○ 전반적인 민간부문의 설비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
도 줄어들었는데, 2001년의 약 50%에 불과한 135억 달러에 그쳤음. 그
러나 2001년 은행매각에 따른 FDI를 제외할 경우 비슷한 수준을 기록
하였음.
� 하반기부터 다소 회복세를 유지한 교역은 대∙내외 수요 침체가 반영되
어 2001년 수준에 그쳤는데, 연말까지 수출은 2001년보다 1.4% 증가한
1,607억 달러를, 수입은 同 0.2% 증가한 1,687억 달러를 기록했음.
－ 고유가에 힘입어 석유수출은 증가한 반면, 보세가공수출산업 침체로 제
조업 수출은 정체하고 농축산물 수출은 감소하였음.
－ 국내투자 감소세를 반영하여 자본재 수입은 감소한 반면, 보세가공수출산
업의 원∙부자재인 중간재 수입은 정체하고 소비재 수입은 다소 증가함.
� 통화량 환수를 통한 적극적인 물가관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
률은 환율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01년 수준(4.4%)은
물론 정부목표치(4.5%)보다는 높은 5.4%를 기록하였음.
� 멕시코 경제회복의 최대 관건은 의존도가 높은 미국경제의 조기 성장기
조 회복에 있는바, 2003년 미국경제가 2002년 수준(2%)의 성장률을 달성
할 경우 멕시코도 경기활성화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3%의 성장률을 기록
할 전망됨.
－ 대외 경제환경이 2002년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등 한계
요인들이 존재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2002년 하반기에 기록한 경기 회복세가 2003년에 탄력을 받을 경
우 그 이상의 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임.

2003년 멕시코경제는
수출증가, 투자회복,
내수회복세 유지 등을
바탕으로 3%의 성장률
을 달성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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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민간경제연구소(CEEPS), 멕시코실업인연합(Coparmex), 상공회의
소연합(Concamin) 등 주요 민간경제단체들은 당분간 실업증가, 투자감
소, 기업도산 지속 등으로 인하여 멕시코 경제가 단기간에 경쟁력 및 성장
기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음.

(단위: %)

항 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GDP 성장률

4.0

4.7

4.8

4.9

5.0

물가상승률

4.4

3.9

3.6

3.5

3.4

재정수지(GDP 대비)

-2.9

-2.7

-2.6

-2.4

-2.5

경상수지(GDP 대비)

-2.4

-2.3

-2.4

-2.5

-2.6

자료: DRI-WEFA, Latin America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Fourth

Quarter 2002.

3) 아르헨티나
2002년 아르헨티나경제
는 디폴트에 이은 페소
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여파로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를 기록했음

� 1998년 4분기 이후 시작된 아르헨티나 경제침체는 디폴트 선언에 이은 페
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여파로 2001년 말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음.
－ 2002년 들어 아르헨티나 경기는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왔는바, 1분기
에는 -16.3%, 2분기에는 -13.5%, 3분기에는 -10.1% 성장률을 기록했음.
○ 이에 따라 2002년 아르헨티나경제는 아르헨티나경제 역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인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0년부터 지속되어온 아르헨티나 경제 불안은 금융 및 외환시장의 극
심한 혼란을 동반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를 증폭시켰음.
○ 특히 2002년 1월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환율은 가장 극심한 혼란 양상
을 보여왔는바, 전격적인 페소화 평가절하 직후 환율인상률은 1990년
대 후반 신흥시장 금융위기 이후 평가절하를 단행한 여타 신흥시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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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인상률을 크게 상회,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
러내었음.
○ 2002년 1월 평가절하 이후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는 급속히 하락, 7월
들어서는 4페소까지 급락했으며, 2002년 말 현재 3.37페소線으로 연초
대비 250% 하락했음.
－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상승과 생
산 감소에 따른 생필품 품귀현상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1980년대의 하
이퍼 인플레 현상이 재현되고 있음.
○ 2002년 인플레는 41%를 기록.
－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에다 예금동결조치로 빈곤층이 크게
증가, 커다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 1990년대 후반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 오던 실업률은 2002년 들
어 경기침체가 극에 달하며 폭발적으로 증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
장 높은 수준인 23%에 달했음.
○ 특히 5년째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빈민
층 증가율은 사상최고치에 도달했는바, 2002년 현재 전체 빈민층은 아
르헨티나 총 인구의 절반인 1,800만 명에 달했음.
�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일시적 현상이기보다는 총체적인 국가부실
에서 파생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바, 아르헨티나가
단시일내에 현재의 극심한 위기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임.
－ 이에 따라 2003년 아르헨티나 경제전망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바, 국
제기관이 예측하는 1�2%대 성장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임.
－ 아르헨티나가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극심한 경제혼란
과정에서 크게 분열된 정치권을 결집하여 지체되고 있는 경제개혁을 신
속히 추진해야 함.

아르헨티나경제가 단기
간에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2003년 아르헨티나
경제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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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3년 4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심하게
분열되어 있어 大選 이전까지 신속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
가 있을 전망임.
－ 또한 아르헨티나 경제가 위기를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근간이자 경제위기의 주범인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조속히 탈피
하는 것임.
○ 다행히 2002년 큰 폭의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수요 감소로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어 아르헨티나 경
제회생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또한 그간 아르헨티나 경제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의 하나였던 예금동결
이 2002년 말 해제됨에 따라 그간 냉각되었던 內需도 미약하나마 되살
아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그러나 아르헨티나경제는 디폴트 여파로 해외차입이 완전 차단된 상태
에서 2002년 평가절하 여파로 국내은행권 및 기업의 도산이 이어지면
서 투자여력을 상실, 추가적인 외부지원 없이는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
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긴
축정책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는 IMF와 협상을 신속히 타
결, 위기 극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것임.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1.6

3.4

3.5

3.6

3.7

소비자물가상승률

96.1

63.2

43.9

32.6

22.3

재정수지(GDP 대비)

-9.8

-9.4

-7.2

-6.0

-4.9

경상수지(GDP 대비)

4.8

4.2

3.8

3.7

3.6

자료: DRI-WEFA,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Fourth-

Quar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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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칠레
� 2002년 칠레는 1980년대 초의 외채위기 이후 최악의 대외환경에 직면했
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세계경제 침체, 남미지역 경제위기, 대외신인도 하
락 등이 그것임.
－ 대외환경 악화는 교역감소, 교역조건 악화, 외자유입 감소를 야기하고 수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칠레 경
제는 2001년 2.8%에 이어 1.8%(CEPAL 기준)의 완만한 성장률에 그침.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와 브라질로의 위기전염으로 양국에 대한 수출이 급
감한 결과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전체적으
로는 1.1% 감소하였음.
－ 한편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와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3.6% 감
소하였음.
○ 수출 감소는 주요 수출품의 가격하락(-6.4%) 영향이 컸는데, 수출물량
증가(2.6%)가 동반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 감소폭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임.
○ 수입 감소는 내수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9월까지 소비재는
3.3%, 중간재는 90.2%, 자본재는 8% 각각 감소하였음.
� 경기부양을 위한 여섯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6.5% 3.0%)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위축된 국내소비가 재고를 누적하고 가격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소
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로 안정됨.
－ 同 물가상승률은 남미지역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외자유입 감소, 브라질
대선, 미국의 이라크공격 가능성 등 대외환경 악화로 환율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달성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음.

2002년 칠레경제는
교역감소, 교역조건
악화, 외자유입 감소,
성장률 저조 등에
직면하였음

206 Ⅳ.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 남미지역 경제위기로 칠레에서 순외자 유출(GDP 대비 -2%), 환율상승(1
�10월 10%), FDI 감소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었음.
－ 9월까지 FDI는 15억 7,400만 달러로 2001년 같은 기간의 39억 달러에 크
게 미치지 못하였음.
－ 환율은 8월 이후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60억 달러 매각)과 브라질 대선
요인이 제거되면서 다소 안정되었는데, 연말까지 약 5% 상승에 그쳤음.
2003년 칠레경제는
미국경제 회복의 지속성
과 남미지역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임

� 2003년 상반기에도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투자자 및 소비자 신뢰도 하락,
고실업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출이 회복되면 3.5% 성장률 달성
은 무난할 전망임.
－ 특히 2002년에 침체를 면치 못한 銅 생산 회복은 주요 산업인 광업부문 성
장에 크게 기여하고, 금리하락, 투자자 및 소비자 신뢰 회복, EU 및 미국
과의 FTA 출범 등은 칠레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될 것임.
� 물가는 환율상승, 내수회복, 기업 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인바, 2003년에는 3�3.5%를 기록할 전망임.
－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더라도 현재 3%인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앙은행의 장기적인 물
(단위: %)

항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3.6

5.1

5.4

5.5

5.6

소비자물가상승률

2.8

3.0

3.0

2.9

3.0

재정수지(GDP 대비)

0.0

0.5

0.5

0.6

0.7

경상수지(GDP 대비)

-0.8

-1.1

-1.5

-1.6

-1.7

자료: DRI-WEFA, Latin America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Fourth

Quar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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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정 목표(2�4%)를 감안할 때 2003년 말까지 금리가 4% 이상으로 인
상될 가능성이 있음.

5) 콜롬비아
� 콜롬비아경제는 1998년 이후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에다 대내적으로는 게
릴라 蠢動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저성장세의 골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02년에도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 ▲역내 주요 수출 대상

2002년 콜롬비아경제는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와
게릴라 蠢動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음

국인 베네수엘라 등의 경기침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제위기 여파,
대내적으로는 5월 大選과 게릴라세력의 蠢動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으
로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당초 목표인 2%대를 하회하는 1.8%에 그쳤음.
－ 이 같은 콜롬비아경제의 장기침체 지속에 따라 실업률이 확대되고 빈곤
층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
○ 2000년 말 한때 20%에 달했던 실업률은 2002년 들어 다소 낮아지긴 했
지만 여전히 높은 16%대에 머물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빈곤층 비율은 1995년 60%에서 2001년에는 67%로 증가했
음.
－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콜롬비아경제 불안을 완화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
○ 1999년 이후 한 자리 대로 잡힌 소비자물가는 2002년에도 6%선에 그
치는 등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음.
� 2003년 콜롬비아경제는 미국경제의 성장 회복,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경
제위기의 진정 등 대외경제여건의 개선으로 다소 전망이 밝음.
－ 특히 미국 정부가 2002년 10월 주요 마약생산국인 콜롬비아를 위시한 안

2003년 콜롬비아경제는
미국경제의 성장 회복,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진정 등 대
외경제여건의 개선으로
다소 전망이 밝음

208 Ⅳ.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2.6

3.8

4.1

4.4

4.4

소비자물가상승률

6.8

6.6

6.0

5.7

5.6

재정수지(GDP 대비)

-4.7

-4.0

-3.3

-2.7

-2.6

경상수지(GDP 대비)

-3.2

-3.2

-2.9

-2.5

-2.2

자료: DRI-WEFA, Latin America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Fourth

Quarter 2002.

데스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키 위해 승인한 안데스무역특혜법
(ATPDEA) 효과에 힘입어 섬유의류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의 對美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콜롬비아 경제회복을 견인할 전망임.
○ 콜롬비아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ATPDEA 발효로 콜롬비아 섬유의류
의 對美 수출이 2001년 현재 3억 8,000만 달러 수준에서 2003년에는 6
억 달러로, 2005년에는 3배 증가한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도 섬유∙의류 부문, 신발부문, 참치산업을 포
함하여 작게는 16만 명에서 크게는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콜롬비아경제가 신속한 회복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먼저 IMF와
금융지원 조건의 일환으로 약속(2003년 1월 타결)한 개혁입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은 게릴라 蠢動에 따른 정치∙사
회적 불안요인을 잠재우는 것임.
○ 현재 콜롬비아 정부가 IMF와 약속한 거시경제목표는 지속적인 물가안
정, 재정적자 감축, 최저 외환보유고 유지 등으로 2002년 8월 출범한
우리베(Alvaro Uribe)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개혁입
법(연금 및 세제개혁)의 신속한 추진이 관건임.
○ 특히 우리베 신정부가 强攻으로 추진 중인 對게릴라와의 전쟁이 실패
할 경우 콜롬비아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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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네수엘라
� 2002년 베네수엘라경제는 차베스(Hugo Chavez)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정치∙사회적 불안이 폭발한 가운데 -7%(CEPAL 기준) 성장에 그쳤음.
－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 생산과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저성장을 유도한
다양한 경제적 요인으로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볼리바르貨의 高평가, 재
정적자, 그리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석유산업 침체를 들 수 있음.
� 2002년 초부터 反차베스 저항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석유 달러로
유지되던 볼리바르貨 강세가 위협받고, 차베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자본유출이 심화되었음.
－ 평가절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은행이 2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외
환보유고 방출, 금리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경제를 다소 안정화시켰
을 뿐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켰음.
－ 2002년 초 달러당 763볼리바르였던 환율은 9월에 1,500볼리바르까지 상
승하였지만, 연말에 1,300볼리바르로 약 70% 상승하였음.
－ 그러나 환율상승은 석유수출에 따른 볼리바르貨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함
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음.
� 저성장의 주된 원인은 OPEC의 쿼터조정에 따른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와
투자부진으로 인한 석유산업의 침체에 있음.
－ 특히 석유 생산량 감소에는 쿼터조정 이외에 4월의 쿠데타와 12월의 총파
업의 영향이 컸음.
� 석유수출 감소, 환율상승, 내수위축으로 총수출 및 총수입은 감소한 반면,

2002년 베네수엘라경제
는 차베스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이
가세하면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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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는 증가하였음.
－ 한편 환율상승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도 2001년 12.3%
에서 30.7%로 급상승하였음.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석유산업 침체 및 수출
부진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2003년에도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임

� 2003년 2월 2일까지 지속된 총파업 과정에서 돌출된 차베스 찬∙반 세력
간의 유혈충돌에 이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제고는 향후 베네수엘라경
제의 향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음.
� 민간부문이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 등을 포함한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신규투자 및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사상 최악의 수준
에 머물고 있음.
－ 석유산업은 중동사태와 베네수엘라 사태로 야기된 高유가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PDVSA)의 생산, 정유, 수출 등의 활동이 거의 마비되어 있어 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 非석유부문 경제활동은 환율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민들의 구매력
상실에 따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현재 베네수엘라
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국제경제 환경으로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2003년에도 베네수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OPEC의 감산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석유수요 회복으
로 석유수출가격이 안정되고, 현재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더 이상의
폭력사태 없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기에 해소되며, 석유산업에 대한 의

6. 중남미 211

(단위: %)

항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2.6

4.3

4.8

4.7

4.8

소비자물가상승률

33.6

23.5

17.6

13.7

6.8

재정수지(GDP 대비)

-3.4

-1.6

0.1

1.9

1.6

경상수지(GDP 대비)

5.9

5.6

4.7

4.8

4.7

자료: DRI-WEFA, Latin America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Fourth

Quarter 2002.

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최소한 제로 성장
은 가능할 전망임.

7) 페루
� 페루경제는 2001년 大選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에다 수산 및 건설경기
의 침체,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환율시장 불안 등의 여파에 따
른 침체에서 벗어나 2002년에는 4%대의 회복세를 보임.

2002년 페루경제는
정치적 불안정과
침체에서 벗어나
4%대의 회복세를 보임

－ 2002년 페루경제는 톨레도(Alejandro Toledo)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 및 수산물의 생산 및 수
출증가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대의 성장률을 달
성했음.
－ 물가도 1990년대 들어 정부의 긴축통화정책 및 신중한 재정정책에 힘입
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오고 있는바, 2002년에도 2.5%의 안정적인 추
세를 이어감.
� 2003년에도 페루경제는 건설경기 및 광산경기의 活況이 지속되면서 3%
대의 堅調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2003년 페루경제는
건설경기 및 광산경기의
活況이 지속되면서
3%대의 堅調한 성장세
를 이어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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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 정부가 2002년 10월 주요 마약생산국인 페루를 위시한 안데스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키 위해 승인한 안데스무역특혜법(ATPDEA)
효과에 힘입어 섬유∙의류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의 對美 수출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 페루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전망임
○ ATPDEA 시행에 따른 對美 섬유의류 수출증대효과로 총 수출은 2001
년 71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50억 달러로 倍增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섬유의류에 대한 수출확대로 노후기계 교체 및 신규기계 구입 등이 예
상됨에 따라 2002�06년 신규투자 필요액은 3억 5,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임.
○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전체적으로 40만 명에 달할 전망인바, 섬유
의류면화 등 유관산업분야에서 12만�14만 명, 면화재배분야에서 추
가적으로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페루경제가 확고하며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톨
레도 정부의 정치기반 微弱에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정치적 불확
실성 해소가 최대 관건임.
○ 정당 지지기반이 미약한 톨레도 정부가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도 참패, 페루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각종 개혁입
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페루경제 향방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
로 작용할 전망임.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GDP성장률

4.2

4.9

5.2

5.4

5.2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7

2.5

2.6

2.9

재정수지(GDP 대비)

-1.8

-1.4

-1.1

-0.8

-0.6

경상수지(GDP 대비)

-1.8

-1.9

-2.0

-2.1

-2.1

자료: DRI-WEFA, Latin America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Fourth

Quar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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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2월 2일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특히 석유수급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총파업 사태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한편, 국가경제
의 근간인 석유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을 저해하는 등 2002년 초부터 시작된 경
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음.
－ 지난 4월의 쿠데타에 이은 총파업 사태는 의회해산, 헌법개정, 재집권, 사법부 독
립성 약화, 대중주의적 경제정책 등 1999년 출범 이후 지속된 차베스 정부의 일방
적인 정책들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기득권층의 저항임.
－ 야당, 재계 그리고 노조들은 차베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2003년 초에 대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베스 대통령은 이미 헌법 규정에 따라 2003년 8월 이전
에 대통령 선거 실시를 거부하고 시위대 강제해산, 주동자 사법 처리, 해외로부터
의 대체인력 충당 계획 등을 통해 총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음.
� 총파업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35%의 임금인상으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
던 석유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함으로써 유조선과 석유생산 및 공급 시설의 운
영이 거의 마비된 상태임.
－ 은행연합도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부분적으로 운영되던 은행업무가 전면
중단되었다가 오전 근무로 변경된 상태이며, 시외버스 조합을 비롯한 각종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하여 총파업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음.
� 2003년 들어서도 총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단 시기, 심각한 폭력사태 발생 가
능성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완전 마비되고 있다는 점임.
－ 총파업 1일당 6,000만 달러의 생산 및 판매 손실이 발생하고 수도 카라카스에는 석
유 및 기초 생필품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향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실업증가 등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전망임.
－ 이러한 가운데 2003년 1월 3일 발생한 유혈충돌과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제고는 베네수엘라의 정지∙경제적 향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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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從前의 안데스무역특혜법(Andean Trade
Preference Act, 이하 ATPA)을 안데스무역촉진∙마약퇴치법(Andean Trade
Preferences and Drug Eradication Act, 이하 ATPDEA)으로 연장∙확대하여 발표
했음.
－ 미국 정부는 1991년부터 주요 마약생산국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안데스지역 국가들의 마약퇴치 노력을 지원키 위해 무역특혜제도의 일종인 안
데스무역특혜법(ATPA)을 제정하여 운영해왔음.
－ 당초 ATPA는 2001년 12월 4일 시한만료를 앞두고 무난히 개정될 가능성이 높았으
나 2001년 9.11 美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對테러정책에 집중되면서 우
선순위에서 밀려 지체되어 왔음.
－ 금번 ATPDEA는 그간 ATPA 수혜국들이 요구해온 무역특혜법의 시한연장 및 以前
ATPA에서 배제되었던 섬유∙의류를 포함한 신규품목에 대한 특혜부여 등 대부분
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금번 ATPDEA의 제정으로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 수혜국산
수출품의 90% 이상이 對美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인바, 이는 곧바로
수혜국의 수출증대 생산증대 고용확대 등 연쇄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져 침체에
빠진 안데스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임.
－ 그러나 콜롬비아를 비롯한 수혜국들이 ATPDE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으로 보임.
○ 먼저 대내적으로 수혜국들은 각종 수출제도의 개선, 열악한 인프라 개선, 노동법
개정 등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對美 수출
품의 관세철폐에 따른 단순 수출가격경쟁력만으로 수혜국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기대치가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외적으로도 ATPDEA 수혜국들이 수혜국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미국과의 통상현안 해결, 마약퇴치 노력 강화, 지적재산권 준
수, 국제노동기준 준수 등 수혜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7. 러시아

유럽팀 하유정 연구원
kskwon@kiep.go.kr

가. 최근 경제동향
� 러시아 경제는 2001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경제의 위축, 국제유가
하락을 배경으로 2002년 1/4분기까지 성장둔화를 겪었음.
－ 해외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연초 에너지 및 1차 산품을 비
롯한 주요 수출 지향적 산업의 이윤이 감소하였고,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고정투자가 크게 위축되었음.
－ 대외부문에서의 부진과 함께 내수관련 국내산업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
였음. 이는 루블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해서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
고 국산품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임.

2002년은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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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2001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5.8%였던 실질GDP증가율은 4/4분
기 4.3%에 이어 2002년 첫 분기 3.7%까지 연속 둔화하는 저조함을 보였음.
나머지 기간에
1/4분기의 부진을 만회

� 그러나 2/4분기와 3/4분기에 러시아 경제는 장기침체에 대한 연초의 우려
를 극복하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 연초 각 기관은 경기둔화가 시작되고 다음의 경기상승이 이어지는 기간,
즉 휴지기(pause)가 2001년 4/4분기부터 2002년 1/4분기까지 지속되면서
분기별 성장률이 1998년 이래 최장기인 6개월간 연속 하락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단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Q1

Q2

Q3

실질 GDP성장률

%

5.4

9.0

5.0

3.7

4.1

4.31)

실 업 률

%

12.2

10.4

9.0

8.4

7.7

7.3

소비자물가상승률

%

92.6

21.0

21.6

18.0

15.8

15.1

%

-1.3

2.5

2.9

3.6

2.2

1.9

연방정부재정수지
(GDP 대비)
수

출

십억달러

75.7

105.6

103.0

22.3

47.8

77.8

수

입

십억달러

39.6

44.9

53.4

12.4

26.7

42.8

무역수지

십억달러

36.1

60.7

47.7

9.9

21.1

35.0

경상수지

십억달러

25.0

46.3

35.1

7.1

7.8

6.2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12.5

27.8

36.6

33.2

39.8

41.9

대미달러당 환율 루블/달러

24.84

28.15

29.17

30.78

31.27

31.57

주: 1) 잠정치.
자료: 1) EIU. December 2002. Country Report.

2) Global Insight. October 2002. PlanEcon Review and Outlook: For the Former Soviet
Republics.
3) Global Insight. Aug. 9, 2002. PlanEcon Monthly Report.
4) RECEP. September 2002. Russian Economic Trends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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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둔화가 보고 되자 1998년 이후 루블화의 명목가치가 하락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누렸던 고성장의 이점을 잃어버린 러시아 경
제가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됨.
－ 1/4분기 GDP는 3.7% 증가, 공업생산은 2.6% 증가에 그쳤지만, 이후 회복
이 이어져 1�11월 사이 공업생산은 3.7% 증가를, 1�9월 사이 GDP는
4.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1월에 0.5%에 불과하였던 고정투자증가율
또한 10월에는 2.7%를 기록하였음.
� 2/4분기와 3/4분기 경제에 활력을 되찾아준 원동력은 수출의 회복과 개인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임.
－ 연초 20달러 이하로 하락하였던 러시아産 Ural油의 월평균가격은 2002년
5월 배럴당 24.1달러까지 상승하며 2001년 3/4분기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후 연말까지 전반적인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졌음.
－ 이에 따라 2001년 7월 이후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여온
월간수출은 2002년 7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125

전년동기=100

120
115
110
105

90
공업생산

소매업매출

고정투자

자료: Global Insight. November 2002. PlanEcon Monthly Report: Data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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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보다는 미약하지만 가계소득의 회복이 지속되면서, 1�9월 실질가
처분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7.7%가, 실질임금은 17.9%가 상승하였음.
2002년 말 동절기
산업생산은 다시
위축되기 시작

� 이러한 회복세는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다시 역전될 조짐을 보임.
－ Moscow Narody Bank는 2002년 11월의 제조업 생산물구매자지표(PMI)
가 50.0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운용자금의 조달 어려움, 원자재 구매
가격 상승, 에너지요금 인상 등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11월 전월 대비 제조
업 성장이 정체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의미함.9)
－ 최근의 에너지 및 비철금속 부문의 회복세와 대조되는 제조업의 두드러
진 부진은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의 단면을 보여줌.
� 인플레이션 압력은 2001년에 비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연말 12�14%의
정책목표치 달성 가능성은 회의적임.

물가정책, 연초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

－ 2002년 8월 전월 대비 물가상승폭은 0.1%이었으나 9월에 0.4%를 기록했
으며 10월에 다시 1.1%을 기록, 증가를 거듭하는 가운데 1�10월 물가상
승률은 11.5%로 집계되었음.
－ 따라서 11월과 12월에 물가상승압력 조절에 실패하면 연말까지 14%안의
상승률 고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외환유입 증가에 따른 루블의 실질가치 강세
가 이어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9) Manufacturing Purchasing Managers Index(PMI)는 Moscow Narodny Bank가 매월
러시아 제조업부문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며, 지표가 50보다 높은
경우 전월 대비 제조업생산 확대를, 50 미만인 경우는 전월 대비 생산축소를 의미한
다. Moscow Narodny Bank. Dec. 2, 2002.‘December Manufacturing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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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유입 증가는 국내통화증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
에 러시아 경제가 회복된 2000년 이후 실질가치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
음.
－ 루블화의 실질가치 강세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품에 대한
수요확대를 초래하고 있음. 2002년 말 이후 달러화 약세, 원유판매수익 증
가, 외환유입에 의한 통화량 증가가 복합될 경우 실질가치 상승압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중앙은행은 외환수익의 강제 환전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
하하는 등 점진적인 외환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시중 통화량을 효과적
으로 조절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함으로써 루블화 실질가치 상승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2001년 말 은행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안이 구체화되었으며, 2002년에는
외국인 지분보유,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입법이 구체화되는 등 진전이 이
루어졌음.
－ 러시아의 은행부문 개혁은 궁극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있
음.
－ 2001년 12월 러시아 중앙은행과 정부가 승인한‘은행부문 발전을 위한 공
동전략(Joint Strategies for Banking Sector Development)’은 시장경쟁의
도입과 금융중개기능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변
화를 예고하고 있음.
－ 앞으로 2007년부터 은행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자본금의 상향조정(100만
유로 500만 유로), 국제회계기준(IAS)의 도입, 정부소유 은행지분의 매각,
예금보험제도의 확대 실시,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업 참여 확대 등이 실현
될 예정임.

은행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방향이
제시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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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초 출범한 Ignatiev 총재 체제의 중앙은행은 신축적인 금리정책을 실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타 수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통화관리에 나설 계획임.
－ 회사채 금리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은행금리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개척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2002년 3월 중
앙은행은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재할인금리(refinancing rate)를 25%
에서 23%로, 그리고 8월에 다시 21%로 인하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금리인하 조치가 장기적으로 회사채 시장(corporate bond
market)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함.
－ 통화량의 조절도 금리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도됨. 11월 21일 중앙
은행은 재할인 금리를 50 basis point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연말 시
중통화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음.
� 연방정부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말 재정지출이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02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2001년에 미

재정수지 흑자기조의
유지

치지 못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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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월까지 연방정부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GDP대비 2.8%이지만, 연말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흑자규모는 2002년
말까지 당초 예산안이 제시한 1.6%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된 이유는 연초의
국제유가약세, 경상수지 악화, 조세제도 개혁에 따른 세율인하 등에서 찾
아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연말 원유판매에 따라 수출과 재정수입이 확대되면서 연초 제기
되었던 제정수지 악화 요인들이 상당히 상쇄되었을 것으로 보임.

� 200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03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세입은 GDP의 18.5%, 세출은 GDP의 17.9%로 설정하
여 재정흑자 규모가 GDP의 0.6%에 달할 것으로 계획하였음.
－ 본 예산안은 2003년 GDP성장률 3.5�4.4%, 연말 물가상승률 10�12%, 러시아産 우
랄油 가격이 배럴당 18.5�21.5달러, 대미달러당 환율 33.7루블을 가정하고 있음.
－ 특기할 점은 사회보장 부문 지출이 2002년보다 30%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는
2003년 총선과 2004년 대선을 앞두고 긴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다소 느슨
해졌음을 시사함.
－ 그 결과 2003년에는 非이자지급(non-interest payment)만을 가지고 산정한 기초재
정수지의 GDP 대비 규모가 2001년(5.5%), 2002년(3.1% 전망)보다 감소한 2.7%에
이를 전망임.
� 구소련 채무의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2003년에는 연간 외채상환액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 매각 ▲국내채권시장의 조기 활성화로 국내채권 발행물
량 확대 ▲외채 조기상환으로 2003년 외채상환 초과분 축소 등을 통해 2003년 예
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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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3년도 경제전망과 주요정책 과제
1) 경제전망
2003년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시 4%대
성장달성 전망

� 2002년에 이어 2003년 경제전망에서도 국제유가를 비롯한 대외여건이 중
요한 전망변수로 고려되고 있음.
－ 전망기관들은 2003년 러시아 경제가 연간 4%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도 유가가 평균 배럴당 18.5�
21.5달러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3.5�4.4% 범위에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03년에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국내소비도 강세를 보일 경우
러시아의 2003년 실질GDP성장률은 2002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DRI-WEFA는 2003년 러시아 경제에 대해 타기관보다 낮은 3.8% 전망을
제시하였는데, 세계경제불안을 배경으로 국내기업의 이윤감소와 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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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한편 기업의 이윤감소가 향후 국내소비의 둔화로까지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가 2003년 이후 경제전망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음.
－ 2002년 러시아 경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던 이유는 국내소비가 강세
를 지속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기업의 이윤감소는 실업률 증가와 임금삭감을 초래하므로, 결국
국내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일부 기관은 향후 개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성장속
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음.
－ DRI-WEFA는 대선 이후 개혁이 가속을 얻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2004년
정부가 은행 및 금융부문 개혁을 본격화하면서 부실기관에 대한 자금지
원이 시작되고 동시에 기업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실질GDP성장률은 2005년에야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2) 주요 정책과제
� 앞으로 연간 4%대의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러시아 성장모델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지적임. 그
가운데 하나는 2001년 말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
는 과제임.
－ World Bank는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신규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World Bank는 러시아가 이미 1998년 이전 투자를 통해 달성된
생산역량을 소진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의 투자둔화가 심각
한 문제임을 강조함.10)

2003년 정부는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고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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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회복하려면 불법적인 자본유출을 단속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하여 국내투자를 도모하고, 동시에 금융 및 은행부문에 대한 개혁을 조속
히 추진하여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내 산업구조
다변화가 절실

� 또한 에너지 및 1차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다변화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02년 에너지부문과 비철금속부문이 전반적인 산업생산 확대를 주도한
반면, 2001년 말 이후 제조업, 식료품, 화학공업 등 내수부문산업은 국내
에너지가격 상승과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증가, 투자위축, 경쟁력 둔화를
극복하지 못하였음.
－ 2002년 상반기의 경우 공업부문 고정투자의 약 60%가 연료 및 비철금속
산업에서 이루어졌을 정도로 투자 또한 일부 산업부문에 의해 집중되어
이루어졌음.
－ 원유 및 비철금속 등 한정된 품목의 원자재 판매에 의존할수록 러시아 경
제가 불안정한 국제가격요인에 민감하게 되므로 산업구조 다변화가 필수
적임.
� 러시아는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구
조조정 및 개혁법안의 처리가 지연되어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해결이 미루어지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함.
－ 총선을 앞두고 정책당국이 이익집단의 움직임에 예민해질 것으로 우려되
며 2002년 후반에 재현된 국제유가 강세가 가져온 단기적인 성과에 자만
한다면 자칫 개혁의 시급함을 망각할 수 있음.

10) World Bank Russia Office. October 2002. Russian Economic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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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Bank 러시아 사무소는 10월의 보고서에서 고유가($23/bbl)가 유지
되더라도 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2002�10년 러시아의 연간 실질GDP
성장은 2.2%에, 투자증가는 8.1%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였음.
－ 반면 저유가($15/bbl) 기조하에 적극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GDP는
연간 4.1%, 투자는 13.2% 증가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여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경제개혁이 달성된다면 경제개혁 없이 고유가의 수혜를 입
을 때보다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2003년에도 러시아는 親서방적 외교기조를 유지하면서 WTO가입을 통해
세계무역질서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러시아는 1993년 GATT 가입을 신청한 이래 WTO가입협상을 벌여왔으
나,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가입을 이루지 못하였음.
－ 푸틴 행정부가 취임 이후 WTO가입을 위한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2002년 12월 러시아의 신규가입을 위한 WTO 작업반회의 보고서는
제2차 검토안을 작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비관세장벽 및 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협상이 비교적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시장 접근확대 이슈와 국내 에너지가격 현실화 요구수
용 여부에 있어서 러시아와 주요 WTO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
상이 난항을 겪음.
－ 러시아는 당초 설정하였던 2003년 WTO가입목표를 사실상 철회한 상태
이지만, 2002년 말에 벌어진 일부 서비스협상에서 러시아가 회원국들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침에 따라 2003년 중 WTO가입협상이 급진전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003년 중 러시아의
WTO 가입시기가 보다
구체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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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2002년 초 무모한 시설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의 부적절한 유용에 연루되어 논란을 일으킨
Nikolai Aksyonenko 장관이 해임된 이후 철도부 내부에 인원감축이 진행되었음. 새로 임명된
Gennady Fadeyev은 철도개혁에 앞서 채무해소 등을 통한 철도사업의 재정구조 개선을 강조
하는 등 철도개혁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3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철도산업 투자를 자율화하고, 운송요금인상을
통한 요금체계 현실화를 실시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며,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하
는 안을 가지고 있음. 철도개혁을 위한 법안이 2002년 말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산업 구조
조정의 전망이 밝아졌음.
� 향후 2003년까지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Russian Railways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교통부와 철도부를 통합하여 새로운 관리, 감독기관이 출범시킬 예정임. 하부의 사업부문은
Russian Railways의 각각의 자회사로 독립시킨 후 분리매각할 예정임.
<전력산업>
� 러시아의 전력산업은 시설의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경영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음. 앞으로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력독점사인 UES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추진 중이지만, 2002
년 말 두마는 개편안의 2차 심의의 실시를 연기하기로 결정, 실행시기가 불투명해짐.
－ 당초 UES 구조조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2008년까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가 이루어질 예정임. 현재까지 알려진 구조조정안은 전력요금 인상과 전력시장 경쟁도입, 지방
전력발전사업체의 매각을 골자하며, 3단계를 거쳐 2004년까지 현재 UES가 거느리고 있는 90
여개의 지역내 전력생산 및 공급업체를 10개의 지역 전력산업체로 묶어서 분리, 매각하는 것으
로 이루어짐.
－ 최근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UES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분리매각 이후 자
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등이 대두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줌.
<가스산업>
� 러시아의 연방에너지위원회(FEC, Federal Energy Commission)는 2002년 4월 가스부문의 구조
조정안을 채택하였는데, 본 안은 현재 러시아 가스공급의 80% 이상을 국영 가즈프롬
(Gazprom)社가 담당하고 있는 가스 시장에 경쟁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2001년 6월 초 가스프롬의 최고경영자인 Rem Vyahirev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Alexei Miller
로 교체되며 구조조정 가속기대가 높아졌지만, 국내가스시장 활성화와 외국자본 참여허용, 가
즈프롬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운송시설에 대한 접근자유화 등 핵심현안에 대해 정부,
가즈프롬, 그리고 기타 업체간의 의견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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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경제동향
1) 체제전환 이후 경제개관
� 중∙동구 체제전환국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침체기, 1990년대 중
반의 경제회복기, 1990년대 후반의 경제조정기, 그리고 2000년 이후의 경
제성장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경제침체기: 급진적인 경제개혁으로 인한 과도기적 어려움으로 체제전환
초기 중∙동구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함.
－ 경제회복기: 경제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던 1990년대 중반

체제전환 이후 중∙동구
경제, 침체기 → 회복기
→ 조정기 → 성장기
순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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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지역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음.
－ 경제조정기: 1995년 불가리아의 통화위기, 1997년 체크의 통화위기 및
1998년 러시아의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1990년대 중반부터 1999년까지
성장률이 계속 둔화됨.
－ 경제성장기: 경기둔화세를 경험해오던 중∙동구 경제는 2000년 들어 수
출증가 등의 요인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됨.

1990년대 후반
중∙동구 경제에 미쳤던
악재, 2000년 이후
대부분 소멸

� 1990년대 후반 경제조정기에 중∙동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데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은 대외적으로는 EU의 경기둔화, 러시아 경제
위기의 여파, 코소보 사태 등이며, 대내적으로는 대외수지 불균형 축소를
위한 긴축정책, 금융산업을 비롯한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등임.
－ 그런데 중∙동구 경제의 이러한 악재들은 2000년 이후 대부분 소멸되거
나 오히려 호재로 전환됨.

2) 최근 경제현황
1999년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세 본격화

� 대외적으로 중∙동구 경제가 1999년까지 성장이 둔화된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는 EU 경제의 부진을 들 수 있는데, 1999년 하반기부터 EU 경제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對EU 수출이 급증, <표 Ⅳ-31>에서와 같이 EU 경
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동구 경제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함.
－ DRI∙WEFA에 따르면, 1999년 2.5%의 성장에 그쳤던 EU 경제는 2000년
에 3.4%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또한 1999년 중∙동구 경제의 성장둔화를 초래하였던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경제위기와 코소보 사태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2000년 들
어 거의 소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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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발틱 3국의 경제는 러시아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다시 활성화되었음.
○ 발칸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코소보(Kosovo) 사태도 1999년에 종결
되어 2000년부터는 발칸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재건사업이 본격화
되었음.
IV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실질GDP증가율,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폴란드

4.8

4.1

4.1

헝가리

4.9

4.5

체 크

-2.2

슬로바키아

2002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

0.5

0.8

1.6

5.2

3.8

2.9

3.1

3.5

-0.2

2.9

3.3

2.8

1.9

1.5

4.4

1.9

2.2

3.3

3.9

4.0

4.3

루마니아

-5.4

-3.2

1.6

5.3

3.1

4.4

4.5

불가리아

3.5

2.4

5.8

4.0

3.2

5.3

4.0

슬로베니아

3.9

4.9

4.6

3.0

2.2

3.2

3.7

크로아티아

2.5

-0.3

3.7

4.1

4.3

4.0

4.4

新유고연방

2.0

-27.3

4.2

6.2

n.a.

n.a.

n.a.

마케도니아

2.9

2.7

4.2

-4.4

n.a.

n.a.

n.a.

보스니아

15.1

7.6

10.0

7.2

n.a.

n.a.

n.a.

알바니아

8.0

7.3

7.8

6.5

n.a.

n.a.

n.a.

에스토니아

4.7

-1.1

6.9

5.0

3.2

7.0

n.a.

라트비아

3.6

0.1

6.6

7.6

3.8

4.9

n.a.

리투아니아

5.1

-4.1

3.3

5.9

4.5

6.9

n.a.

전체

2.9

1.3

4.3

3.0

n.a.

n.a.

n.a.

자료: 1) WIIW, WIIW Handbook of Statistics; Countries in Transition 2002.

2) Global Insight, Emerging Europe; Monthly Outlook, 2002.
3) PlanEcon, Review and Outlook for Eastern Europe, December 2001.
4) Deutsche Bank, EU Enlargement Monit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October 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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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적으로도 대외수지 개선을 위한 긴축정책을 2000년부터 다소 완화하
는 등 수지개선에 어느 정도 성공한 중∙동구 국가들은 내수진작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였음.
－ 또한 중∙동구 국가들은 부실채권의 정리 및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그리
고 금융기관간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꾸준
하게 추진해왔으며, 그 성과가 2000년 들어 점차 가시화되었음.
－ 특히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중
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는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로 이어져
각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모티브를 제공하였음.

최근 세계경제불황
여파, 여타 개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 2001년 9월 對美테러 사태 이후의 전세계적인 불황은 한창 회복기의 중∙
동구 경제에도 예외 없이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지만, 아시아 및 중남미의
개도국들에 비해 중∙동구 국가들에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경제 불
황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러시아 및 CIS 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어 발틱 3국은 2002년 2/4분기에 5�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경제재건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발칸 국가들도 최근까지 4�5%대의 고성
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01년부터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중부유
럽 국가들도 3%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3) 주요 경제현안
중∙동구 8개국,
2004년 EU가입
본격 시동

� 2000년 12월 EU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골격이 프랑스의 니스에서 완성된
이후, 지난 2002년 10월 19일 실시된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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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가 니스조약 비준을 찬성함.
－ 이에 따라 이미 한 차례 니스조약 비준을 거부한 바 있는 아일랜드에서 마
침내 조약이 비준되었고, 이로 인해 EU 15개국의 니스조약 비준이 마무리
됨.
� EU는 지난 2002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EU가입협상을
마무리한 가입후보 10개국11)의 EU 가입을 승인함.
－ 또한 지난 2002년 10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EU확대의 최대 걸
림돌이었던 EU확대 재정계획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함.
� 이러한 EU확대 추진으로 2004년에 유럽에서 거대경제권이 형성되면, EU
는 총 25개 회원국, 인구 4억 5천만 명의 명실상부한 유럽 전체의 국가연
합이 될 것임.
－ 또한 EU는 현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도 자
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도 EU 경제의 영
향권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유럽은 가까운 장래에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이는 미
주와 아시아간 결속 강화는 물론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체결과 아시아
경제협력체 추진 등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임.
�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사태, 마케도니아 내전 등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발칸지역 안정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이 지역
안정화를 목표로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음.

11) 중∙동구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
비아, 슬로베니아 등 8개국이며, 여기에 지중해의 키프로스, 몰타 등 2개국을 합하면
모두 10개국임.

발칸지역,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자원으로 경제
재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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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칸지역 국가들도 2001년에 내전을 경험하였던 마케도니아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재건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최근 높은 경제성
장을 시현하고 있음.
－ 舊유고 국가 중에는 신유고연방이 국제사회의 경제재건 지원에 힘입어
2001년에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알바니아 등도 국제사회의 지원과 수출신장세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발칸지역의 각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제재건을 위해 물가 및 고용안정 등
의 경제안정을 추구하면서 금융∙세제개혁을 통한 재원확보와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경제재건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음.
－ 특히 발칸지역의 내전 당사자인 회교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모두
경제회생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평화정착 노력
과 함께 경제재건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발칸 재건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는 1999년 6월 EU 집행위원회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축이 되어「남동구공동사무국(Joint Office for South
East Europe; JOSEE)」을 설립함.

－ JOSEE는 발칸지역에 대한 모든 양자간, 다자간 지원프로젝트 조정, 지원대상국의
경제적 상황 분석, 지원필요부문 확정, 전략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지원 진행사항
평가 등을 담당함.

－ 지원대상국은 신유고연방,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루마
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몰도바 등 8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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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E는 설립 이래 매년 3�4회씩 원조공여국회의를 개최, 현재까지 9차례의 회의
를 개최한 바 있음.

－ JOSEE에 따르면 국제사회는「발칸安定化협약(The Stability Pact for South Eastern
Europe; SEESP)」체결 후 3년 동안 매년 60억�66억 유로를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발칸지역에 지원함.

－ 코소보 내전과 NATO의 공습으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코소보 및 유고에 대한 원조
공여국회의가 다섯 차례 개최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발칸지역 전체 지원
액의 40% 이상을 차지함.
IV
(단위: 백만 유로)

공여자 혹은 지원형태
- 국제금융기관

1999

2000

2001

2,045.20

2,294.73

2,221.65

393.97

646.06

332.16

공여자별

- IMF

지원현황

- 쌍무간 공여, EU

3,587.63

3,689.14

4,058.24

총

6,026.79

6,629.93

6,612.05

- 예산지원/거시금융지원

1,734.73

923.29

889.30

- 재건프로젝트지원/경제개발

2,681.08

4,682.97

4,835.01

- 인도적 지원

1,344.11

405.18

440.24

265.88

604.00

468.95

0.00

12.85

23.21

6,629.93

6,612.05

지원형태별
지원현황

계

- 기타
- 미분류
총

계

6,026.79

자료: JOSEE(http://www.seerecon.org)

� 또한 국제사회는 발칸지역 재건을 위한 전략의 수립과 수혜대상국들이 제출한 프
로젝트 심사를 위해 2001년 5월 인프라조정그룹(Infrastructure Steering Group;
ISG)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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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G는 2001년 10월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지원대상국들이 제출한 개발프로젝트 가
운데 27개 프로젝트에 22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승인함.

－ 분야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부문이 20건에 14억 4,400만 유로로 전체 예산
의 59.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에너지 부문이 5건에 7억 6,200만 유로, 상하수
도 및 환경부문이 2건에 2억 490만 유로가 배정됨.

나. 2003년 경제전망
OECD 및 여타 개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실적 전망

� 아시아 및 중남미의 개도국들에 비해 중∙동구 국가들에는 현재 진행 중
인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동
구 경제의 중기 전망에도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
적임.12)
－ 따라서 향후 중∙동구 경제는 EU 경제의 불황을 통해 세계경제불황에 어
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지만, 그 정도가 여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 및
중남미의 개도국들에 비해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실적을 보여
줄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분석의 근거가 되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13)

생산설비,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의 이동

� 첫째, 보다 저렴한 비용을 추구하기 위해 유럽 전체의 생산설비가 서구에
서 동구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음.

12) Global Insight(Emerging Europe; Monthly Outlook, November 2002) & IMF(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2).
13) Global Insight, Emerging Europe; Monthly Outlook, Nov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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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의해 EU 경제가 최근 둔화국면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구 주요국의 수출증가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
고 있음.
○ 최근 가장 저조한 경제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폴란드는 2002년 1�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헝가리도 같은 기
간에 약 7%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또한 체크는 2002년 1�10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0%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 유럽대륙 전체로 보아 서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 고비
용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동구에서는 생산 감소로 인한 서구의
초과수요에 발맞추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음.
－ <표 IV-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수출의 對EU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EU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동구 주요국의 수출
실적이 양호한 것은 전술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의 생산설비 이전으로
중∙동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중∙동구 국가들이 이러한 수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을
IV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GDP 대비 총 수출(%)

對EU 수출

對美 수출

헝 가 리

76.5

5.0

58.8

폴 란 드

75.0

2.4

20.5

체

크

66.0

3.0

58.8

루 마 니 아

64.0

3.1

28.7

불 가 리 아

57.1

5.6

37.7

자료: 1) WIIW, WIIW Handbook of Statistics; Countries in Transition 2002.

2) Deutsche Bank, EU Enlargement Monit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October 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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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뿐만 아니라 발칸 및 CIS 지역으로 확대한 것도 이들의 수출실적 호조
에 커다란 역할을 함.

EU 가입 전망 등으로
FDI 유입 활성화 지속

� 둘째, 중∙동구 지역으로의 FDI 유입이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
구하고 계속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임.
－ 우선 폴란드, 체크 및 슬로바키아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어
에너지부문을 비롯한 본격적인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입장임.
－ 또한 발틱 3국을 비롯한 중∙동구 8개국은 2004년 EU가입이 거의 확정적
임.14)
○ 따라서 서구 기업들의 보다 저렴한 수출기지 모색이 중∙동구 지역에 집
중되고 있고, 중∙동구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으
며, 이 지역의 경제가 서구에 비해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중∙동구 국가들은 2004년과 2007년에 EU 가입을 앞두고 있는바, 앞
으로도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함.
－ 이러한 지속적인 FDI 유입은 향후 중∙동구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15)

발칸지역 및 CIS 지역의
경제활성화

� 셋째, 1990년대 후반의 경제조정기에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중∙동
구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었던 발칸지역과 러시아를 비롯한 CIS지역이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
－ 2000년부터 본격화된 발칸지역의 경제 재건사업 추진으로 발칸 국가들은
최근 2년 동안 경제가 평균 5%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14)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중∙동구 8개국과 키프로스, 말타 등 총 10개국이 2004년에 EU에 가입할 예정이
며, 여기서 제외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에 가입할 전망임.
15) Oxford Analytica Brief(Eastern Europe: IMF Economic Forecast, October 2002) &
IMF(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2).

8. 중∙동구 237

－ 1998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러시아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
출의 급증 등으로 1999�2001년 5�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
음.
－ CIS 전체적으로도 1998년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9�2001
년에는 4�8%의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IV
(단위: 실질GDP증가율, %)

구분

{2002

2003

Deutsche Bank DRI∙WEFA Deutsche Bank DRI∙WEFA

폴란드

1.0

1.1

2.5

2.9

헝가리

3.5

3.5

4.0

3.9

체 크

2.5

2.5

3.5

3.5

슬로바키아

3.5

4.0

4.0

3.9

루마니아

4.0

5.0

4.5

5.4

불가리아

3.5

3.8

4.5

4.1

슬로베니아

2.5

3.5

3.5

4.1

크로아티아

n.a.

4.7

n.a.

4.5

新유고연방

n.a.

6.2

n.a.

6.5

마케도니아

n.a.

1.6

n.a.

3.7

보스니아

n.a.

n.a.

n.a.

n.a.

알바니아

n.a.

6.0

n.a.

5.8

에스토니아

4.4

5.3

5.5

5.5

라트비아

5.0

4.8

5.5

5.3

리투아니아

4.8

5.9

5.0

5.9

전체

n.a.

2.71)

n.a.

3.71)

주: 1) 보스니아와 발틱 3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제외.
자료: 1) Global Insight, Emerging Europe; Monthly Outlook, 2002.

2) Deutsche Bank, EU Enlargement Monit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October 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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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시장의 불황을 중∙동구 국가들은 발칸과 CIS 시장의 호황으로 만회
하고 있으며, 발칸과 CIS 경제의 이러한 고성장 추세는 소폭 둔화는 되겠
지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16)

2003년 중∙동구 경제,
4%대 성장 전망

�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에 의해 중∙동구 경제는 대체로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해 소폭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그 둔화 폭이 여타 경제권에 비
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03년에는 다시 성장률이 증대될 것으
로 전망됨.
－ 2001년에 전체적으로 3%를 초과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중∙동구
지역은 <표 I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에는 2.7%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3.7%의 경제성장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론 이와 같은 DRI∙WEFA의 전망에는 최근 5%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
하고 있는 보스니아와 발틱 3국이 제외되어 있는바, 이들 국가를 포함하
면 2002�03년 중∙동구 15개국 전체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상기 수치보
다는 다소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2002년 중∙동구 경제는 전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03년에는 거
의 4%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16) Oxford Analytica Brief(Prospects 2003: Balkans, December 6, 2002)에 의하면 국제
사회의 발칸지역 경제재건사업에 대한 지원이 2003년부터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
나 발칸 국가들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Global Insight
(Emerging Europe; Monthly Outlook, November 2002)에 의하면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도 2003년에 4%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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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 결과, 가입후보 10개국과의
가입협상을 2002년 말까지 완료하였고 2003년부터 가입조약을 체결할 예정임.

－ 10개 후보국 동시가입이라는 원칙하에 2004년 EU확대는 이제 본 궤도에 진입하였
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EU 가입조약 체결 이후 비준절차과정에서 아직까지 다
소의 걸림돌이 남아 있음.

－ EU 가입조약이 2003년 봄에 체결되어 이에 대한 비준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기
존 15개 회원국 의회는 물론, 10개 가입후보국 의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를 마
무리해야만 가입조약이 발효될 수 있음.

� 유럽의회와 각국 의회내에서는 아직도 EU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파가 많아
가입조약의 비준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됨.

－ 중∙동구 국가들은 현재 가입조약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시기를 두고 고심하
고 있는데, EU 가입에 대한 찬성여론이 70%를 육박하는 헝가리가 국민투표를 실
시한 직후 그 여세를 몰아 자국의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음.

▶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E) 창설
▶ 1973년: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3개국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 1981년: 그리스 EEC 가입
▶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EEC 가입
▶ 1992년: EU 출범
▶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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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헝가리, 폴란드,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 6개국과
회원가입 협상 시작
▶ 1999년: 유럽단일 통화 유로 출범
▶ 1999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6개
국과 회원가입 협상 시작
▶ 2002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EU 정상회담에서 1차 신규 회원국(10개국) 가
입 협상 완료
▶ 2003년 봄: 신규 회원국 EU가입조약 체결
▶ 2004년 1월: 신규 회원국 가입 시작
▶ 2004년 상반기: 신규 회원국 유럽의회 선거 참여 예정
▶ 2007년: 2차 신규 회원국(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2개국) 가입 예정

9. 남아시아

동서남아팀 최윤정 연구원
yjchoi@kiep.go.kr

가.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 2001년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9.11 美 테러사태는 인도, 파키스탄 등 남
아시아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하여 2002년 남아시아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였음.
－ 남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이 지역 최대 수출
품목인 섬유 및 의류를 비롯하여, IT 소프트웨어 및 관련서비스, 항공, 관
광, 보험 산업 등은 큰 타격을 입었음.

남아시아 경제, 2002년
경제여건 악화로 4%대
성장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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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난 5년간 남아시아 국가들의 對美 IT 소프트웨어 및 관련서비스
수출은 매년 60% 이상 증가해 왔던 바, 미국의 경기침체는 차세대 주력산
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IT 산업을 비롯하여 경제 전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인도의 경우 2001년 78억 달러에 달하는 동 분야 수출액 중 65%가 對
美 수출액이었음.
○ 미국에서 활동하던 인도의 IT 전문인력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인도
국내 고용불안정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도의 경상수입 확
보에 크게 기여해온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달러화)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음.
－ 남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지역 중 하나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
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도 문제임.
�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경제는 최근 2년간 계속된 농업생산 부진 및 자연
재해 등으로 국내생산과 수요조건이 악화되어, 2001년에 이어 2002년에
도 4%대의 부진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대외교역 측면에서는 2002년에도 남아시아 지역이 세계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내외로 극히 미미하고 남아시아 전체 GDP 대비 대외
교역 비중도 23%로 상당히 낮은 실정임.
－ 이는 경제규모 자체가 협소하고 과거의 폐쇄적인 경제체제의 잔재가 남
아 세계경제와의 교류가 미진하였던 결과임.
공기업 민영화,
핵심 주력 산업육성 등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

� 이에 최근 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공
기업 민영화를 통한 정부 재정 확보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 수익률이 높은
핵심산업 선정 및 육성 등에 보다 주력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계획경제를 운영하던 인도의 경우 1991년 경제개혁을 단행하
고 10년 만에 석유화학 산업 등 그동안 수익성이 낮았던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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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행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최근에는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급성장을 계기로 남아시아 각국 정부도
정보기술(IT)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첨단산업으로의 산업재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IT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인 세계적인 고급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인
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지역이 세계 IT산업계의 강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특히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임이면서도 세계적 기술수준을 습득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는 다수의 IT산업 전문인력을 보유(미국에 이어 세계
2위), IT산업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스리랑카는 의류산업이 총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수출구조 다변화 노
력의 일환으로 2006년까지 IT 산업 수출액을 2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
는 목표를 설정하고 IT산업을 제2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임.

� 향후 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력사업으로 선정,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IT산업 분야임.

�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국으로 자리 잡은 인도의 정부는 관세감면, 소득세 감면,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국제인증 획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소프트웨어 집
적 단지 건설 등 매우 다양한 IT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해왔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IT산업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핵심전략(Thrust Sector) 분
야에 포함해 투자자금 지원, 금융기관 우선 대출,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서비스 관
련 산업 신규투자시 10년간 면세혜택 부여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244 Ⅳ.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 파키스탄 정부도 이슬라마바드를 비롯한 4개 주요 도시에 소프트웨어기술지구
(Software Technology Park, STP)를 조성하고, IT기업들에 대한 15년간의 세금 공
제, IT산업관련 장비의 수입시 면세조치 등 다양한 IT산업 장려 정책을 발표하였음.

� 스리랑카 역시 섬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동통신사업을 위주로 통신사업
의 외국기업 진출을 장려하여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임.

－ 외국인투자에 호의적인 스리랑카는 인도와 FTA를 맺고 있어 인도로의 진출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나아가 인도와 ASEAN의 FTA를 겨냥한 기업활동 전략기지
로 고려해볼 가치가 크다고 할 것임.

2) 국별 경제동향
인도 경제, 2002년
4.2% 성장에 그쳐

� 1991년 7월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인도는 제조업과 수출,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IT 서비스산업을 통해 해마다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해왔음.
－ 인도는 2001년 관세 인하 및 수출입 자유화 조치를 필두로 자유무역체제
를 갖추면서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도는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위축된 농업생산이 하반기 산
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2002년 국내총생산은 4.2% 증가에 그칠
전망임.
－ 인도는 2002년 몬순 계절풍이 예년보다 약해짐으로써 여름 작황이 예년
에 비해 80%도 되지 않을 만큼 저조했음.
○ 인도는 농업생산이 GDP의 27%를 차지하며,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
사하고 있어 농업생산의 위축은 인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
득 농촌계층의 소비 위축을 야기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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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생산도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6%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
반기 들어 가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1.7%로 급격하게 위축되었음.
� 2002년 하반기 들어 밀을 중심으로 겨울작황이 호조를 보인 데 이어 4/4
분기부터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인도 경제는

2002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음.
－ 특히 IT 서비스는 선진국과의 가격 차이를 무기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
여 동 회계연도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서비스 분야는 상반기에 10%,
교역, 호텔, 운동 산업 분야도 7%를 훨씬 웃도는 성장을 이룩하였음.
� 스리랑카는 2001년 GDP 증가율 -1.4%의 부진을 극복하고 2002년에는
3%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스리랑카경제, 정국
안정을 바탕으로
2002년 플러스성장으로
반전

－ 대외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 경제는 타밀반군과의 내전 및 미국의 對테
러전으로 수출 및 투자가 급감하여, 2001년 GDP 증가율이 독립 이후 처
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1.4%)하였음.
○ 2001년 외환보유고 부족 및 국방비 지출증대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스리랑카 내전 및 뉴욕 테러사건 등으로 인한 대미 수출 급감 등으로
인해 스리랑카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음.
－ 2002년에도 對美 의류 및 홍차 수출 부진과 관광수입 감소로 전반기 0.1%
의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는 데 그쳤음.
� 그러나 2002년 타밀 반군과의 내전을 종식하려는 스리랑카 정부의 노력
이 결실을 맺음에 따라 휴전을 달성하여 국방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안정
적 투자환경 조성의 효과까지 거두면서 2002년 3% 경제성장을 이룩할 전
망임.
� 2002년 파키스탄 경제는 2001년 3.6%보다 소폭 증가한 4.5% 성장을 이룩

파키스탄경제, 9∙11
테러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4.5% 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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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은 2002년 10월 의회 선거를 치루면서 IMF 권고안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을 위한 제반 조치 이행에 탄력을 잃었음.
－ 그러나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
고 2001년 미국의 9.11사태 이후 침체되었던 산업생산이 재개되고 있어
파키스탄 경제는 2002년 4.5%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방글라데시는 성장에
오히려 위축

� 2002년 방글라데시 경제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EU(수출의 85% 차지)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급감하는 한편 해외 근로자가 귀환하면서 송
금액이 줄어들어 4.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임.
－ 10억 달러가 간신히 넘는 외화보유 수준도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음.
－ 사회불안, 관료주의, 신용경색,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세계 경제가 회
복되어도 그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한 제5차 경제개발 계획하에
수행한 각종 개발프로그램을 2002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특히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통하여 공
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고용증대, 선진기술의 습득, 수출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음.

아프가니스탄, 복구사업
지연과 정국 불안으로
아편생산 기승

� 한편 對테러전의 주무대가 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사회로부터 약속
받은 45억 달러의 재건 지원기금 중 2002년 10월까지 20억 달러를 전달받
았으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의 부재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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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국 불안정의 지속으로 아직까지 상당 국민이 아편에 생계를 의존
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정권 장악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농가의 아편생산량이 탈레반
정권의 집권 후반기인 2001년의 185톤에서 2002년 1,900�2,700톤으
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3) 남아시아 경제발전의 주요 현안
� 핵무기를 보유한 양대 지역강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양국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도와 파키스탄은 보수 정당이 득세하면서 경제개혁에 차질을 빚을 뿐
만 아니라 기업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인∙파 갈등은 남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룩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작
용하여 역내 경제성장을 지연하고 있음.
� 스리랑카에서 19년째 지속되고 있는 타밀 반군과의 내전을 완전 종식할
필요가 있음.
－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반군의 내전은 직접적으로 스리랑카 경제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정부의 경제발전 계획 실천에 걸
림돌로 작용해 왔음.
○ 내전은 최대 수입원인 관광수입 부진과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냉
각으로 이어져 경제성장과 외자유치에 치명타를 안겼음.
� 방글라데시는 2001년 총선에서 소수당인 BNP가 집권한 이후 민영화, 세
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적 열세로 난항을 겪고 있음.

정치 안정은 남아시아
경제발전의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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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후 남아시아 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
룩하는 것이 필수적임.
남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및 개별 지역
무역협정 체결 증가

� 남아시아 7개 국가17)는 지난 1985년 방글라데시의 주도하에‘남아시아 지
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을 창설하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해왔음.
－ 창설 이후 SAARC은 역내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 및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
해 1990년대 초반까지 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음.
�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블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SAARC는 EU와
같은 형태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삼고 그 전 단계로 남아시아 특혜무역협
정(SAPTA) 및 자유무역협정(SAFTA)을 추진키로 하였음.
－ SAPTA 발효 이후 역내 교역량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SAARC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극히 미미함.
－ 그러나 2002년 1월 4년 만에 개최된 11차 SAARC 정상회담에서 역내 경제
통합에의 결의를 확인한 한편, 역내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 자
유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음.
� 한편 인도는 SAFTA 창설이 당분간 어렵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소규
모 국가와의 양자간 FTA18)를 통한 인도 경제에의 상승효과가 기대에 미치
지 못하자, 인도는 ASEAN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간 재건 지원사업

� 아프간전이 종결된 이후 아프간의 전후 복구사업이 아프간 정부뿐만 아
17) SAARC 회원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의 남아
시아 7개국임.
18) 그동안 체결된 인도의 양자 FTA 상대국 및 시기는 각각 실론 1961년 10월 28일, 방
글라데시와 1980년 10월 4일, 몰디브 1981년 3월 31일, 부탄 1995년 3월 2일, 스리랑
카 1999년 12월 28일, 네팔 2001년 11월 5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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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국제사회의 과제로 떠올랐음.
�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 붕괴 후 새로운 아프간을 재건하기 위하여 향후
2년 반 동안 45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결
의하였음.
� 한편 지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프간 재건지원사업은 對테러 연대
에의 동참 외에 또 다른 경제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아프간 복구에 강대국 및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파이프라인 건
설을 통한 중앙아시아産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의 확보와 지역내 영향력
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 아프간에 일어날 경제특수를 겨냥한 외교
적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지원국은 아프간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
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프간 재건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은 남아시아 역내 안정과 파이프
라인 사업 등을 통한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인도는 지난 10여 년간 ASEAN과의 협력관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01년
말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FTA를 거론하면서 인도∙ASEAN FTA 논의도 급물
살을 타기 시작했음.19)

－ 인도는 1992년 라오 총리가 동방지향정책(Look East policy)20)을 발표한 이후

19) 2001년 ASEAN과의 교역규모는 각각 인도가 97억 달러인 반면 중국이 416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무역흑자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번 ASEAN과의 FTA를 비
롯해 인도의 경쟁적인 FTA 참여는 중국을 의식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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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과 무역 및 투자부문 자유화를 추진해 왔으며‘ASEAN 상의’(ASEAN CCI)
와 인도의 4개 주요 경제단체(FICCI, CII, ASSOCHAM, FIEO)를 중심으로 민간 차
원에서도 논의를 전개해 왔음.

－ 2002년 9월‘ASEAN경제장관회의’시에 개최된‘ASEAN∙인도협의회’에서 인
도∙ASEAN간 자유무역 및 경제통합을 추진키로 하고 동 목표를 위한 테스크포스
를 설치키로 하였음.

� 2002년 11월 5일 인도와 ASEAN은 향후10년내에 양 지역간 FTA를 체결한다는 공
동선언문을 발표하였음.

－ 인도는 ASEAN 회원국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및 베트남 등 4개 저개발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 이들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함.

○ ASEAN 신규 회원국에 대해서는 조기에 특혜관세를 제공할 것임.
－ 또한 인도는‘메콩강 개발계획(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등
ASEAN 지역의 경제개발계획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그 밖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인도-ASEAN 정상회담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 양 지역간 청소년, 언론, 학계, 업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인적 교류 확대
○ 인도-ASEAN간 양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 지
역 Think-Thank간 네트워크 개발 지원 등

� 한편 양측은 경제적 번영 외에도 안보와 지역안정(반테러 연대)이라는 공통의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발휘키로 하였음.

－ ASEAN은 인도의‘동남아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
가입을 환영 - 인도는 ASEAN의‘비핵협정(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SEANWFZ)’발효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음.

20) 1992년 인도의 P. V. Narasimha Rao 총리는‘Look East’policy를 채택하여 동남아
안보와 관련된 인도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지역협력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스스로 새롭고 보다 개방된 경제정책에 대한 다짐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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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3년 경제전망
1) 남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 2003년 남아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고 각국의 국내생산과
수요조건이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2002년의 4%에서 5.2%로 큰 폭으로 성
장할 전망임.
－ 2003년에는 미국경제를 위시한 주요 교역국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수출이
회복되는 한편, 산업과 서비스 생산이 증대되면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고 외국인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향후 남아시아 경제의 발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 정도, 양
호한 기후조건과 함께 국내 정치 안정과 지속적 경제개혁을 통한 신뢰회
복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IV
8
7
6
5
4
3
2
1
0
-1
-2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5
1.9
5.9
6.4

6.8
4.3
5.7
4.7

6.4
3.1
4.9
4.3

6.2
4.8
5.5
6.1

5.4
2.7
5.2
-1.4

4.2
4.5
4.4
3

5.5
4.8
4.9
5.5

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2002년 수치는 2001/2002 회계연도(2001년 7월 � 2002년 6월)

까지의 잠정 실적치.
자료: 2001년까지 수치는 각 정부 발표자료. 2002년 및 2003년 전망치는 EIU, DRI-WEFA 통계

종합.

세계경제의 회복, 양호한
기후조건,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남아시아 경제성장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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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편 파키스탄이 오는 2003년 1월
개최 예정이던 SAARC 정상회의를 취소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양국간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음.
○ 최근 카슈미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테러는 파키스탄의 비공식적 지지
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의 이라크 공세가 가까워오면서 대다수 국민의 반미감정이 격화되
고 이슬람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
기 위한 목적으로 파키스탄이 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
능성은 극히 희박함.
－ 2002년 5월 파키스탄과 인도가 국경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면서 양국간
의 긴장은 다소 완화되는 듯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라크로 옮겨가면서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테러사태가 계속되고 있음.
○ 2002년 10월 의회선거를 치루면서 파키스탄은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
가 회복되는 듯했으나, 선거 결과 반미세력이 득세함으로써 파키스탄
은 보다 강경노선을 취하는 한편 경제개혁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
능성이 높아짐.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유가불안정과 함께 역내
이슬람 국가들의
반미감정 고조로
경제성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듯

�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개시될 경우 유가불안정으로 남아시
아 경제는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국제 유가 불안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여건 악화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원유 수입국인 이 지역 국가들 경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의 가격 변동을 보일 경우 인도는 현 수입량
기준으로 원유 수입에 따른 재정 지출이 연간 5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역내 이슬람교도의 반미감정을 악화시켜 파키스탄
을 비롯하여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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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경제에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임.
� 남아시아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중국의 WTO 가입의 영향은 복합적
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
－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남아시아의 섬유, 의류,

WTO 가입 이후
중국시장의 변화와
남아시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가죽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등 상당수의 노동집약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자칫 수출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음.
� 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을 철폐하는 등 WTO의
규범과 절차 등을 따르게 되면 세계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덤핑판매가 어
려워질 것임.
－ 또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가능성
도 있음.

2) 개별국 전망
� 2003년 인도 경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6% 성장대 재진입은 어려울 것
이나 농작물 작황의 호조와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생산 증대에 힘입어
5.6%의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인도 경제는 혹독한 가뭄으로 농업생산이 저조하였으나, 흉년과
풍년이 번갈아 오는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농업생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농업생산의 호조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내수가 회복되는 동시에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의 증대로 외국인투자
가 증가함으로써 인도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서비스 분야가 2003년
인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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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비스 산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인도는 대외교역에서 2003년과
2004년 각각 GDP의 0.4%, 0.6%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IT 및 IT 응용 서비스산업을 필두로 인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도의 수출 증가를 주도할 전망임.
정국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개혁이 스리랑카
경제성장의 관건

� 스리랑카 경제는 농업생산과 일부 서비스 분야가 호조세를 보이고 대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2년 3%, 2003년에는 5.5%로 비교적 빠르게 회
복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상반기까지 저조했던 농업생산은 하반기부터 차, 고무, 쌀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3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으
로 기대되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가 타밀반군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
과 내전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001년 크게 위축되었던 관광객 유
입이 2002년 하반기부터 재개되기 시작하였음.
� 스리랑카 정부는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조세개혁, 부가가치세 도입, 수입
수량제한 철폐, 평균관세율 인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재정인센티
브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됨.
－ 스리랑카 정부는 GDP 대비 105%인 스리랑카의 공적부채를 해결하기 위
해 국방비를 비롯한 지출을 더욱 축소하는 동시에 공기업 등 국유자산 매
각을 통한 재정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2002년 11월 스리랑카 정부는 親기업성향 노동법개정 추진을 발표, 2003
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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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은 美테러 사태 이후 침체되었던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 분야
가 회복됨에 따라 2002년 4.5%, 2003년 4.8%의 성장세를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파키스탄은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이와 함께 농업생산이 증가되고 개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크
게 확대되면서 소비 진작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파키스탄은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 이러한 경제여건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파키스탄은 내부적으로 IMF와 약속한 경제개혁 조치들이 경제를 하향 안
정화시킨다는 비난 여론이 커짐에 따라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저발전의 트랩에서 탈출 방법으로 중동과 중앙
아시아에서 연결되는 가스관의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
○ 가스관 사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경제적 혜택은 훨씬 확대될 것이
나 정치적 갈등으로 거국적인 가스관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
음.
� 방글라데시는 농업부문 생산 감소와 수출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부진으
로 2002년 4.4% 성장에 그치고, 2003년에는 주요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방글라데시 경제는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

수요가 회복되면서 4.9%로 성장률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방글라데시는 취약한 사회구조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세계경
기가 회복되어도 이로 인한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복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아프간은 정국이 안정되고 재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경제의 복구 부흥 개발’로 이어지는 재건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전후 아프간 복구를
위해서는 정국 안정과
자선사업의 성공적
완수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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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를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재건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GDP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신
흥개도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표 3 참조).
� 아프간이 전쟁의 폐해를 딛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국안정을
이룩하는 한편 아프간에 대한 원조 공여국들도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법
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IV

지 표
인구(백만 명, 연평균)

1년

1년�2년 6개월 2년 6개월�5년

5�10년

25

26

28

31

GDP 증가율(%, 연평균)

15%

15%

10%

7%

연간 총 GDP(십억 달러)

5.0

5.9

7.6

10.1

1인당 GDP 증가율(%, 연평균)

12%

12%

7%

4%

1인당 GDP(달러)

200

226

271

326

자료: UNDP, World Bank, ADB. Afghanistan: Preliminary Needs Assessment fo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January 2002.

10. 阿∙중동

동서남아팀 박복영 부연구위원, 박영호 전문연구원
bypark@kiep.go.kr, parkyh@kiep.go.kr

가.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999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세 덕분에
크게 회복되었지만 나라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01년 이후 점
진적인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1999년 초 배럴당 10달러 미만으로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2000년에는 30
달러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IMF에 따르면 중동의 성장률은 5.7%로 상
승하였음.
－ 2001년에는 하반기 이후의 유가하락으로 4.2% 성장에 머물렀고, 2002년
에는 전년보다 낮은 3.5%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002년 중동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낮은 3.5%에 그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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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 부진, 산유량
감소, 해외여행수입 감소
가 중동 경제에 악영향

� 중동지역 석유수출국의 2002년 성장률은 3.9%로 지역 평균을 상회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유가와 그에 기반한 정부지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2001년 이후 실시된 OPEC의 대폭적인 생
산쿼터 감소의 결과 석유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되어 고유가의 혜택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음.
－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민간투자가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미흡해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지출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음.
○ 예를 들어 알제리는 국내수요 진작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목표로
하는 경기회복 4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그 규모
가 GDP의 약 10%에 이르고 있음.
� 석유수출의존도가 낮은 중동국가의 경우 수출부진과 여행수입의 감소 등
으로 2002년에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성장률이 2.4%에 그쳤는데 이는 전
년에 비해 0.8%p 하락한 수준임.
－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EU의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음.
○ 요르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도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수요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여 5.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는 9.11 테러사태의 여파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의 충돌 격화로 여행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경기회복과 경상수지를 압박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집트의 경우 외국의 여행객이 2001년 4분기에 전년 대비 41% 감소하
여 그 후에도 계속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로코의 경우 2002
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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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륙면적의 22%, 세계인구의 13%를 차지하며 53개의 독립국가로 구
성되어 있는 아프리카대륙의 2001년도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2001∙2002년도
아프리카 경제성장은
3%대 유지

0.5% 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하였음.
－ 이 같은 성장률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농업
생산 증대, 미국의『AGOA법』에 따른 수출증대, 아프리카 최대 경제 강국
인 남아공의 화폐평가절하, 국경분쟁 및 불안요인의 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AGOA법』은 미국의 아프리카 지원정책의 목표를 교역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에 두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8개국 중 34개국 수혜국에 대해 농산
물 및 민감품목을 제외한 섬유 등 일정품목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적용,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조치 배제 등의 무역혜택을 부여하는 것
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시적인 법률임.
－ 지역별로는 마그레브지역(알제리∙모로코∙튀니지)이 아프리카 평균성
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4.4%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모로코(6.5%),
튀니지(5.0%), 카메룬(5.3%), 탄자니아(5.6%), 우간다(5.6%) 등이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이에 반해 남아공,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제성
장률은 2%대로 부진을 면치 못했음. 특히 아프리카의 원유생산대국인 나
이지리아는 OPEC의 원유생산쿼터 결정에 따른 원유생산 감축과 정치적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2000년(4.3%)에 비해 무려 2% 포인트 하락한 2.3%
를 나타내었음.
� 2002년도에는 전년 대비 0.4% 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가 원유보다는 비철금속, 귀금
속, 농산물 등의 1차산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유를 제외한
여타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었기 때문임.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성장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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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3년은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2.9.

－ 또한 유럽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유럽지역의 경
기침체는 아프리카의 수출둔화로 이어졌음.
－ 서유럽지역은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아프리카 교역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국가들은 유럽지역에 주로 1차산품을 수
출하고 그 대금으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종속적 교역형태를 이루고 있음.

나. 2003년 경제전망
1) 지역 경제전망
2003년 중동경제는
산유량증가, 수출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이라크에서의 전쟁 요인을 배제한다면 중동경제는 2003~04년에 걸쳐 완
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수년간 석유수출국이 추진할 사회 간접자본, 농업,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지출프로그램이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원유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OPEC의 생산쿼터 확대에 따른 수출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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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입의 확대가 이 지역 석유수출국의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됨.
－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중동의 수출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정세도 점차 안정되어 9.11사태 이후 감소한 여행수입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석유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의 경제사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됨.
� 2003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2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3~4%
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의 2003년 경제성장률을 전년에 비해
1.1%p 높은 4.6%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
유수출국이 4.9%, 이집트, 요르단 등 마쉬렉(Mashreq)지역이 3.6%의 성
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DRI-WEFA는 2003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성장률을 3.6%로 전망하
고 있는데, 중동은 3.4%, 북아프리카는 4.1%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 2003년 중동경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여부와 그에 따른 국제유가 동향
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제유가는 일시적인 급등 후 안정세 혹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계 원유 수요량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유생산량
중 OPEC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상태에서 러시아 등 비 OPEC 국가의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전쟁요인이 없다면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

이라크 사태의
전개양상이 중동경제에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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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국제유가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면
2003년 걸프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수출 차질로 극심한 경기하강을 겪게 될 것임.
－ 지난 2�3년 고유가로 걸프지역의 재정수입이 증대되어 일부 민간분야로
유입되었지만 상당 부분이 정부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경기촉진 효
과는 크지 않을 전망임.
�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속도는 느리지만 많은 중
동 국가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재정적자와 민간투
자의 위축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경제개혁의 결과 민영화와 무역자유화, 환율
및 재정안정의 노력이 부분적인 결실을 맺으며 환율 및 물가 안정 등 거시
경제의 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민
영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는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므로 정부지출과 조
세에 대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민간 부문의 낮은 투자로 인해 저성장과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투자
환경의 개선 및 자본 등 핵심적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 장벽의 제거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 지역의 주요 성장 원천인 석유를 비롯한 1차상품 수출, 관광수입, 해외
거주자 송금 등이 모두 장기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정치안정과 밀접
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기의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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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아프리카경제는 주력 외화소득원인 커피∙면화∙금속 등 1차산
품의 국제가격 상승과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확대
에 힘입어 4%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플레도 한 자릿수(9%대)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2003년에는
안정 속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됨.
� 지역별로는 동부권 아프리카지역이 5% 이상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
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
부아프리카(SADC)지역과 프랑화지역(Franc Zone)은 여타 지역만큼 뚜렷
한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 같은 아프리카의 경제전망 수치는 전세계 평균성장률을 훨씬 상
회하는 수준으로 아프리카경제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는 대
목임.
－ 물론 이 정도의 경제적 성과로는 지금의 낙후된 경제구조와 절대적 빈곤
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성장을 이룩하기에는 역부족임.
－ 더욱이 이러한 성장세가 대외경제요인의 일시적인 변화 다시 말해, 주력
수출상품인 1차산품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는 구조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임.
－ 실제로 아프리카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만 가능함.
� 그러나 아프리카대륙 53개국 가운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2003년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1차산품의
국제가격상승으로
4%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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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고, 더욱이 과거의 정책적 실
패를 인정하고 개혁과 개방화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아프리카도 여타 개도권 경제에 버금가는
성장세를 이룩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음.

� 2002년 7월 아프리카 53개국 정상들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를 대체한 아프리
카연합(Africa Union: AU)을 공식적으로 결성함으로써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초국가적 아프리카연맹체를 출범시켰음.
� AU는 지금까지 OAU를 운용하는 가운데 제기된 여러 단점을 보완하면서 변화하는
주변환경을 반영하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아프리카 지역공동체라고 볼 수 있음.
－ AU는 정치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아프리카 내부의 정치, 군사
적 문제에 대한 공동의 문제해결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아프리카
에서 빈곤을 몰아내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협의체이자,
자유무역지대, 공동의 중앙은행 및 공동 통화의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
통합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한편 2002년 6월 27일 G-8 정상회담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제기한 아프리카의 발전
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60억 달러의 지원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을 발표
하였음.
－ NEPAD는 1999년 이후 아프리카의 여러 지도자가 제기한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 플랜을 통합한 종합적인 발전프로그램임.
� 최근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아프리카 제국의 경제성장이 호
전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인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
다는 변화된 상황인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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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와 NEPAD는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지금까지 발표된 수많은 시도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적 개
혁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아프리카단결기구 및 여타 개발프로그램과 차별
화되고 있음.
� 향후 AU는 전쟁, 기아 등 아프리카 내부문제에 대한 AU의 구속력 여부와 서방 선
진국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NEPAD는 투자환
경 개선을 위한 아프리카제국의 노력 및 선진국의 호응도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임.

2) 주요국 경제전망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전쟁 발발시 큰 위험에 노출되므로 지역 정세
불안으로 소비수요와 외국인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쟁에 휩
싸이지 않는다면 석유생산 증가로 성장률은 상승할 전망임.
－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우디국영통신사(STC)의 민영화와 천연가
스 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등이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
성공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이란의 경우 석유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농업
부문도 수년간의 가뭄에서 벗어나 회복될 전망인데, 이러한 영향으로 5%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비석유부문의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석유수입의 증
가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어 제조업과 광업을 뒷받침하는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됨.

중동 석유수출국들은
상대적 고유가와 산유량
증가로 경기회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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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의 경우 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고 석유가격이 OPEC의 목
표가격 수준을 유지하면, 외국인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석유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이 안정되어 200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됨.
－ 2003년에는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 경기회
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스라엘은 분쟁의
극적 해결이 없으면
본격적 경기회복
기대하기 어려움

� 이스라엘의 경우 2003년 세계경제 회복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경기는 나
아지겠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로 민간 소비와 투자, 그리고 관광산업은 여
전히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워 큰 폭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경기회
복과 팔레스타인지역에서의 폭력사태 진정 여부가 2003년 이스라엘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요르단은 경제특구 지정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다른 지
역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소비수요의 부족과 민간부문에 대한 금
융지원의 부족으로 국내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추가적인 성장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집트는 관광산업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이
중동의 정치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데,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해소되
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
－ 관광수입이 9.11테러 사태 이후 감소하여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 여파
로 외환위기에 시달리고 투자도 위축되어 있지만, 걸프지역보다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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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알제리는 OPEC의 생산쿼터 이상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생산량
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상대적인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와 광업 분야의
성장이 200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향후 3년간 사회간접자본에 3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투자 증가에 힘입어 농업부문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
되므로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남아공을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4.8%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
운데 특히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 적도기네, 마다카스가라 등 경제소국
들이 6%대의 고성장으로 2003년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
로 보임.

(단위: %)

실질 경제성장률

경상수지1)

물가상승률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중동

4.2

3.5

4.6

8.0

9.4

9.2

7.6

4.4

3.2

- 원유수출국2) 4.6

3.9

4.9

10.0

11.7

11.2

10.5

6.2

4.7

∙사우디

1.2

0.7

3.3

-0.8

-

1.1

7.8

2.1

0.2

∙이란

4.8

5.8

5.5

11.4

15.0

15.0

4.8

3.2

2.5

∙쿠웨이트

-1.0

-1.0

1.7

2.5

2.5

2.5

31.9

29.0

27.8

- 마쉬렉3)

3.2

2.4

3.6

1.9

2.7

3.3

-2.2

-2.3

-2.6

∙이집트

3.3

2.0

3.7

2.4

2.5

3.4

-

-0.2

0.1

∙요르단

4.2

5.1

6.0

1.8

3.2

2.1

-0.1

-0.4

-1.7

주: 1)GDP 대비 비중.

2)사우디∙쿠웨이트∙이란∙UAE∙이라크∙바레인∙리비아∙카타르∙오만
3)이집트∙요르단∙레바논∙시리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2. 9.

2003년 아프리카경제는
사하라 이남 소국들이
주도해 나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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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외자유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6월 국무조정위원회
(Expediency Council)는 의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외국인투자유
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이번에 개정한 외국인투자유치법의 주요골자는 현지에 투자한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없애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임.
－ 또한 외국인의 투자지분한도를 종전의 49%에서 100%로 상향조정했으며, 외국인
투자분야도 이란 개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산업 및 서비스분야로 확대하였
음.
－ 이는 향후 이란의 경제체제 및 운영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으며, 하타미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의 핵심성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의회
와 외국자본의 이란경제 침투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종교보수파의 갈등으로, 당초
의회안 중 투자인센티브 조항 등을 상당부분 삭제 또는 수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그 한계성을 드러냈음.
� 한편 그동안 외국인이 이란에 대한 투자를 꺼려온 이유는 외국인투자법상의 외국
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도 문제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이란의 외국인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임.
－ 예컨대 현지노동법은 외국인 1인당 반드시 3명 이상의 현지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 세금은 세무당국의 추정이익을 근거로 부과하고 있음.
－ 또한 현지인과의 소송 분쟁시에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슬람 종교법의 명분에 따
라 대부분 외국인이 패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
어, 금번의 외국인투자법 개정만으로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임.
－ 더욱이 이번 개정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외
국인투자 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지
는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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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53개국 가운데 31개국은 매우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콩고, 가봉, 세이셀 등은 마이너스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모로코와 튀니지 등 북부아프리카국가
들은 각각 4.1%, 6.4%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알제리, 남아공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뚜렷한 성장세를 기
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남아공은 란드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출증가
가 예상되고 있으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수요위축 등으로 3% 정
도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됨.

(단위: %)

실질 경제성장률

경상수지1)

물가상승률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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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GDP 대비 비중(%) 2) 사하라 이남으로 남아공 제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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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에 예상되는 세계경제 환경의 주요 흐름은 WTO의 DDA추진을 중
심으로 한 다자주의의 가속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활성화 및 중국경제
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판도변화라고 할 수 있음.
－ WTO의 DDA협상에서는 2003년 상반기에 농업분야 및 비농산물분야의
협상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서비스 개방계획서 제출 등이 이루어
지고, 9월에 개최될 제5차 WTO각료회의에서는 투자, 경쟁정책 등 싱가
포르 이슈의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전망임.
－ 2002년 11월 ASEAN+3 정상 회담시 중국과 ASEAN이 FTA의 추진에 합의
하고, 일본의 ASEAN에 대한 FTA 체결 제의 및 중국의 한∙중∙일 FTA
체결 제안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의 FTA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2003년에 예상되는
세계경제 환경의 주요
흐름은 다자주의의
가속화, 지역주의의
활성화 및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판도변화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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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8% 정도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2002년에는 527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FDI 유치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의 부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증대될 전망임.
2003년의 세계경제는
2002년의 2.5% 내외
보다는 다소 높은 3.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의 세계경제는 2002년의 2.5% 내외보다는 다소 높은 3.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대이라크전 가능성,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의 확대, 중남미의 금융시장 불안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함.
�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미 달러화가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전망이나, 기본적으로 불
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는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베네수엘라 파업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대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경우에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여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경제는 대이라크 전
쟁 가능성에 따라
주가의 급락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5%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경제는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에 따라 주가의 급락 등 불안정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나,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에는 소비심리의 회복, 저
금리, 감세조치 등에 힘입어 2.5%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일본경제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경우 수출의 증가로 어느 정도의 회복
을 보이겠으나, 금융부실채권과 디플레이션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
지 않는 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EU경제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수출이 회복되고 감세조치에 따른 내수
의 증가로 2003년에 2%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나, 독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수반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기조의 회복이 어려울 것임.
� 중국경제는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수출 및 외국인투자의 증가, 확장
적인 재정지출에 힘입어 8% 가까운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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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회복에 힘입어 2002년에 3.8%의 성장을
이룬 데 이어 2003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경제개혁 또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국가는
4�5%의 성장을 보이는 데 반해, 시장체제로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외개
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5�6%의 성장이
예상됨.
� 중남미경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브라질의 정치∙경제 불안에 따
른 환율의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 대미수출의 감소 등으로 2002년에 마
이너스성장을 이루었으며, 2003년에도 이러한 요인의 작용으로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경제는 투자, 소비 및 생산의 회복으로 2002년에 4.4%의 성장을 보
인 후 2003년에는 환율의 안정, 인플레의 진정 및 토지제도 등 경제개혁과
금융구조조정에 힘입어 4.9%의 성장을 달성할 전망임.
� 중동구의 체제전환국 경제는 EU가입을 위한 시장경제의 정착, 거시경제
의 안정,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의 유입 및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2003년에
는 3.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됨.
�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의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 아프가니스탄의 전후 복구, 세계경제의 회복 및 정국의 안정을 통하
여 2003년에는 4.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중동경제는 산유량의 증가, 수출의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
망이나, 이라크전의 전개양상이 중동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임.
� 아프리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1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과 미

중남미경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브라질의
정치∙경제 불안에 따른
환율의 하락, 금융
시장의 불안,
대미수출의 감소 등으로
2003년에도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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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아프리카성장 및 기회 법에 따른 지원에 힘입어 2002년 3% 수준의
성장을 이룬 데 이어 2003년에는 4%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ecutive Summary
World Economic Outlook 2003
In early 2002, the global economy seemed to have started a robust recovery from
the global recession, but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year it began to falter again.
The growing uncertainti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have been magnified by
uncertainties in the US economy: corporate financing scandals that eroded
confidence in the corporate sector, deteriorating profitability, weakening dollar and
growing capital withdrawals, equity market decline, widening current account
deficits, and the possibility of a war against Iraq. The delayed recovery of the U.S.
economy is also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weakening economy in Western Europe
and Japan.
The performance of the global economy in 2003 will mainly depend on whether
the recent standoff between U.S. and Iraq will end up ina war. As for now, most
world economic forecasters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war against Iraq or assume
that the war will not last long if it occurs. In that case the U.S. economy will grow
by about 2.5% in 2003 with the continuation of the current low interest rate policy
and additional tax cuts, while Western Europe will be able to expand by
approximately 2% thanks to the good performance of the U.S. economy and strong
demand resulting from the rate cut and monetary easing. The Japanese economy is
expected to rebound if recovering global demand increases exports, so that its
growth rate is forecast to be as high as 1% to end the contraction in its GDP in
recent years. The Western Hemisphere ended the year with minus growth in 2002,
which is mainly attributed to the collapse of national currencies following financial
crises in Argentina and Brazil, volatility in financial markets and a decline in exports
to the U.S. market. Asnegative factors are expected to linger on in 2003, the average
GDP growth rate in the region will be 2-3%. Asian emerging markets will grow by
6%, with China and India continuing their resilient performances and 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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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es remaining stable. Russia is expected to register a modest 4.4% growth in
2002 amid signs of recovery in investment,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a
stable currency, slowing inf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structuring
and reform programs will enable it to expand by 4.9% in 2003. In transition
econom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rospects for membership in the EU will
accelerate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and stabilize macroeconomic
indicators. In addition, the continued inflow of foreign investments and robust
performance in the external sector will result in a 3.5% growth in the region.
If the U.S. finally attacks Iraq and the war continues for two or three months,
possibly entailing grave damages on oil production facilities, this will trigger a
worldwide recession again by provoking a drastic rise in crude oil prices, collapse
in equity market and a decline in confidence among both consumers and investors.
Similar doomsday scenarios cannot be completely ruled out. Other uncertainties
include concerns about widening current account deficits in the U.S. that will
possibly motivate more trade conflicts, a long-term economic recession in Japan and
financial instability in Latin America. When these uncertainties in the global
economy are translated into reality, the world economy will inevitably experience a
double-dip, according to the dismal outlook of one group of econom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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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 實態와 改善方案
/ 趙顯埈
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
報告� / 張亨壽ㆍ王允鍾
98-02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 李章揆 外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 王允鍾ㆍ�琮根
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
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成克濟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 王允鍾 編
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在元ㆍ李弘求
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李昌在 外

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ㆍ李炯根
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 外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張亨壽ㆍ李昌在ㆍ朴映坤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 崔秀雄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向
/ 徐錫興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 Byung-il ChoiㆍEun Mee Kim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 張亨壽ㆍ元容杰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鄭仁敎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硏究 / �寬澔ㆍ李性美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 論議動向과 示唆點 / 尹昌仁
98-19 中ㆍ東歐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현황과 전망
/ 鄭余泉ㆍ崔秉熙ㆍ韓貞澈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 趙明哲ㆍ洪翼杓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 全載旭ㆍ崔義炫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 曺琮和 編
99-02 韓ㆍ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 �元鎬 編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 �博洙ㆍ王允鍾ㆍ申東和ㆍ李炯根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 王允鍾ㆍ鄭在完ㆍ�琮根ㆍ李鴻培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 曺琮和 編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
(IAPs)평가 / 安炯徒 編著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 李昌在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 鄭仁敎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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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益洙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 崔秀雄
99-1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Ⅱ(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 / 黃祥仁ㆍ王允鍾ㆍ李晟鳳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 李晟鳳 外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 王允鍾 外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
戰略 / 崔洛均ㆍ蔡 旭ㆍ�準東ㆍ宋有哲ㆍ尹美京

ㆍ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
로 / �準東ㆍ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
점 /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産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析
과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ㆍ李明憲ㆍ朱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準東

ㆍ李長榮ㆍ李漢煐ㆍ�龍奎ㆍ崔重熹ㆍ許 琮ㆍ
李障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宋有哲ㆍ朴芝賢ㆍ李載玉ㆍ魚明根ㆍ任廷彬
00-07 韓ㆍ칠레 自由貿易協定의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 鄭仁敎ㆍ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 �準東ㆍ蔡 旭ㆍ梁俊晳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 趙明哲ㆍ權 栗ㆍ李哲元ㆍ�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 �世稙ㆍ楊斗鏞ㆍ王允鍾ㆍ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 尹昌仁 外
00-12 中國ㆍ베트남의 初期 改革ㆍ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 趙明哲ㆍ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의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 蔡 旭ㆍ崔洛均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尹昌仁ㆍ韓�換ㆍ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 李鍾華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 宋有哲ㆍ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敎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ㆍ�寅培ㆍ辛仁錫
01-04 韓ㆍ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敎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尙謙ㆍ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曺琮和ㆍ�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晳ㆍ�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ㆍ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ㆍ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ㆍ환경ㆍ에너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
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 旭ㆍ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 崔�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ㆍ朴芝賢ㆍ�載玉ㆍ�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ㆍ시청각ㆍ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ㆍ高俊誠ㆍ具文謨ㆍ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
율 구조분석 / 崔�均ㆍ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ㆍ�在峯ㆍ�鍾華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ㆍ崔允僖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南相�ㆍ權 �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均ㆍ朴淳讚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ㆍ王允鍾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ㆍ�秀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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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ㆍ鄭在植ㆍ曺琮和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을 중심으로 / �彰洙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姬ㆍ趙炳澤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池晩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ㆍ교역구조 분석
/ 權 �ㆍ�玧慶
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埈
02-17 1990년대 이후 韓ㆍ美간 무역구조의 변화
/ �俊晳ㆍ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ㆍ鄭衡坤ㆍ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繫를 중심으로 /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槿ㆍ楊斗鏞ㆍ吳奎澤ㆍ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국제산업
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 �鴻培
02-26 북한경제백서 / 趙明哲 外

■ 조사분석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ㆍ가스部門 進出現況
/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ㆍ가스 輸送體系 / 徐承源
97-06 메콩江�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 鄭在完ㆍ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 李聖揆ㆍ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 �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 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硏究
/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美國의�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ㆍ地方關係 / 朴月�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投資 制� / 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 �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 鄭仁敎ㆍ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
조정과제 / 趙潤濟ㆍ�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 鄭聖哲ㆍ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ㆍ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朴泰鎬ㆍ文宇植ㆍ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 孫正植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蔡 旭ㆍ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裕燦ㆍ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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