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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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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와 재원조
달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개발에 관련된 연
구에서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검토와 그 재원조달 분석이 별
개로 이루어져왔다. 즉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에 대한 논의는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등의 각 부문별로 진행되고,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는 동북아
개발은행(NEADB)의 창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두 분야는
개발재원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것으로, 양자를 함께 논의할 때 동북아
시아 개발의 구체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의되었
던 NEADB에 대한 대표적 방안들을 하나로 묶어 비교 ․ 평가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NEADB에 관한 논의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현존
다자간 지역개발은행의 사례에 대해 비교 ․ 검토한 다음,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된 NEADB의 창설에 대한 대표적 주장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에서 NEADB에 대한 논의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원인을 찾아본다.
셋째,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의 모색에 대해 지적한
다. 동북아시아 개발의 시급성에 비추어 NEADB 이외에도 개발재원 조달
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여타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제2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현황을 살펴보았다. 즉
동북아시아 각국의 개발계획, GDP 및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하는 거시
적 측면에서의 개발수요와 역내의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
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개발수요를 살펴보았다. 향후 동북아시아의 개발
과 관련하여 거시적 개발수요 차원에서는 연간 160억~1,400억 달러의 자
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국의 재정자금 등의 재원을 제

외한 금융수요인 개발금융 수요는 연간 50억~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미시적 개발수요 차원에서는 역내 대표적 에너지
및 송유관 개발프로젝트에서만 수백 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철도, 도로, 전력 등 여타의 개발 프로젝트까
지 포함하면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
으로 논의되어온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에 대한 대표적 방안을 비
교분석해 살펴보았다.
먼저 NEADB의 설립 필요성과 논의경과를 살펴보고, 아울러 벤치마크
차원에서 기존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의 특징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대부
분의 지역개발은행들은 역내 경제사회 발전을 목표로 역내의 주도에 의
하여 설립되었다. 특히 미국은 대부분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설립시에
세계은행의 역할 축소를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각 기관의 설
립이 구체화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지
역개발은행은 증자과정을 거치면서 납입자본금의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아울러 강조되어야 할 것은 다자간 개발은행이 소액의 납입자본금으로
대규모의 융자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참여국에 의해 보증되는
거액의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의 활용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다
자간 개발은행이 일반적인 민간은행 또는 특수개발기금과 대별되는 점이
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BRD와 IDB의 경우, 최근에는 융자지원이 인
프라 이외에 빈곤퇴치, 사회평등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NEADB의 설립방안은 지난 10여 년 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정치화(精緻化)되고 있다. 남덕우, 스탠리 캐츠 및 동경재단의 NEADB
설립방안은 모두 개방적 지역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NEADB 설립
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참
가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입자본금 비율의 감축과 분할 납입을 주장하

고 있다. 한편 출자부담에 있어서 만약 미국이 일본과 비슷하게 부담을
하면, 여타국의 부담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남덕우는 NEADB
의 소재지와 관련해 서울, 동경, 북경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한편 NEADB의 창설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이것이
정책차원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역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
한 경험 부족, 중․일의 주도권 경쟁, 여타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중복 논
란, 동북아 과거사 및 북한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그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역내에
서의 지속적인 해소노력과 함께 동북아시아 개발의 시급성에 비추어 여
타의 개발재원 조달방안의 모색이 긴요하다.
또한 NEADB의 설립과 관련하여 최대의 관건은 관련국의 동의를 구하
는 것인데, 특히 미국과 일본의 설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EADB가 청설될 경우 수혜국의 입장에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고 등은
NEADB의 설립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NEADB의 창설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

라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실현가능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고려
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
로 기금 조성, 역내 개발관련 은행간 협력, 민관 공동의 개발공사 설립
등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 NEADB의 설립 추진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들 여타 재원조달 구상 가운데 실현가능한 방안
을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축적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개발에
는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므로,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과
함께 대규모의 재원조달이 가능한 NEADB의 창설을 앞당기기 위해 역내
각국은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지향하면서 동북아 허브 구
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개발협력은 매우 중요
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타 이슈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 개발협력

에 있어서도 한국의 역할은 역내 정치경제적 역학구도하에서 상당히 제한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주도자의 역할이 아닌 중재자(intermediary)
또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경
제협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Grand Design)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역내 개발협력 및 재원조달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한국은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장기 비전으로 수립하고 동북아경
제협의체, NEADB 등의 초국가적 제도와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등 역
내 협력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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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동북아시아1)는 면적과 인구에서 전세계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며,
GDP와 무역액 등의 경제규모에서도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 중요성
이 더해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일환으로 경제공동체 구상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 중 ․ 일 3국간 금융협력 및 FTA에 대한 논
의도 진전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유전 및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싼 경
쟁과 협력, TSR․TCR․TKR 등 대륙철도 건설 문제, 아시아 하이웨이 및 한
일해저터널 건설 등 대형 월경(越境) 프로젝트들이 부각되면서 동북아시
아 개발이 점차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해서
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내 금융부문의 상대
적 미발달은 효과적인 자금동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자금 형태의 개발금융은 민간자금이 부담하기 어려운
개도국의 사회인프라 정비, 환경파괴 방지, 중소기업 및 농촌 지원에 대
해 이루어진다. 또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같이 민간자금에 의
한 인프라정비도 가능하지만, 일종의 보증기능으로서 공적자금이 결부될
때만이 문제발생시 민간자본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奥田・黒柳 篇,
1999).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인프라 정비가 지체된 동

북아시아에 자금이 환류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금융 메
커니즘이 역내에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제통합을 달성한 EU는 국
가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로마조약의 취지에 따라 발족 당시
1)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개념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합의가 아
직 부재한 상태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과 극동러시아, 몽고 및 북한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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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역개발정책을 주요 공동정책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이는
구조기금, 결속기금 및 유럽투자은행 등의 공동체기구를 통해 지원되어
왔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역내 개발금융 메커니즘이 확립될 때, 비
로소 역내 경제통합의 실현가능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이형근 2004).
그동안 역내 개발금융으로서의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동북아시아경

제포럼(NEAEF)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최근에는 남덕우(1999), S.
Stanley Katz(2002), 東京財團(2002) 등이 NEADB에 대한 논의를 보다 精

緻化하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경제협력의 심화가 강조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역내 개발협력을 위해서도 이들 대표적 논의에 대
한 평가는 매우 긴요하다. 더군다나 역내 개발자금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하나로 묶어 동북아시아의 개발문제를 살펴본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각
분야 자체가 하나의 방대한 연구주제여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와 재원조
달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개발에 관련된 연
구에서는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검토와 그 재원조달 분석이 별
개로 이루어져 왔다. 즉,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에 대한 논의는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등 각 부문별로 진행되고, 그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는 동
북아개발은행(NEADB)의 창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두 분야
는 개발재원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것으로, 양자를 함께 논의할 때 동
북아시아 개발의 구체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의되었
던 동북아개발은행(NEADB)에 대한 대표적 방안들을 하나로 묶어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극동아시아, 몽고), 노동
력(북한, 중국), 우수한 산업기술(한국), 자본력(일본)을 갖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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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 개발재원 조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그 재원조달의 일
환으로 NEADB의 창설이 주장되어왔다.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NEADB에
관한 논의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현존 다자간 지역개발은행의 사례에
대해 비교․검토한 다음,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된 NEADB의 창설에 대
한 대표적 주장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에서 NEADB에 대한 논의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원인을 찾아
본다.
셋째,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에 대해 지
적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개발의 시급성에 비추어 NEADB 이외에도 개
발재원 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타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하에서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현황을
살펴본다. 즉 제2장에서는 동북아시아 각국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측면에
서 요구되는 거시적 차원의 개발수요와 역내에서 실제 개발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미시적 차원의 개발자금의 수요현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NEADB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
한 현존 다자간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해 비교․검토한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온 NEADB에 관한 대표적 논의들을 함께 비교․분석한
다. 또한 평가부분에서는 NEADB에 대한 논의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또한 그
동안 제기된 다양한 개발재원 조달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시아 개발
협력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모색하고, 아울러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
펴본다.

제2장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현황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진행된 동북아
개발은행(NEADB)의 창설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동북아개발은행 자체의
자본규모, 출자국, 조직 등 그 창설을 위한 내용에 치중되어 있었다. 따라
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제의 자금소요 부문, 즉 동북아시아
의 개발수요 현황은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동북아시아 개
발자금의 소요부문을 구체적으로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거시적 측면에서 동북아시아 차원의 개발자금 수요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시아 각국은 향후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SOC를 비
롯한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
아시아의 개발수요에 대한 추정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한국의 산업은
행, 일본의 國際問題硏究所(JIIA) 및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세계은행
(World Bank) 등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먼저 추원서․곽경탁(2004, 산업은행 보고서)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특성
을 고려하여 개발수요를 산출하고 있다. 즉 중국은 수많은 개별사업을 대
상으로 개발수요를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전체 GDP 대비 SOC 건설의 투
자비율을 중심으로 개발수요를 추정하고,2) 러시아는 주로 극동러시아의
2) 이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편의상 자본수출국인 일본을 제외한다. 한편 이 보고
서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노후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
다”고 하면서 이를 개발수요로 분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계획은 낙후된 공업기지의 진흥, 즉 이 지역 국유
기업의 자생능력 배양에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개발수요로 분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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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동북아 지역의 SOC 개발수요는 대체로 1조 4천 억 달러 수준(연

간으로는 1,400억 달러)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중국이 83%를 차지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SOC 및 자원개발 부문에 필요한 전체 소요자금
중 자국 내에서 재정자금 등으로 조달가능한 재원을 제외한 금융수요를
‘개발금융 수요’로 규정하는데, 향후 10년간 이러한 개발금융의 수요는

총 개발소요자금의 약 10% 수준인 1,500억 달러(연간 기준으로 150억 달
러)에 이를 것이다.

표 2-1. 향후 10년간 동북아시아 개발 및 개발금융 수요 추정
(단위: 억 달러, %)

개발 총소요액

개발금융

금액

비중

중국

11,710

83

700

47 외자도입 예상액

한국

1,546

11

279

19 민자사업 중 타인자본

북한

152

1

152

10 전액

극동러시아

450

3

기타

288

2

369

25

합계

13,858 100

금액

비 고

비중

극동러시아, 몽골, 기타 다국적 프
로젝트의 50% 수준

1,500 100

자료: 추원서․곽경탁(2004)

Marianne Fay and Tito Yepes(2003, 세계은행 연구보고서)는 2010년까지

연평균 2.7%의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2005~10년간의 전세계 소득
군별, 지역별 연간 기대투자수요를 추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동북아시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유용딩(余永定) 소장도
동북 3성이 여타 중국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수송, 통신, 전력 등의 인프
라 수준을 갖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이 ‘동북3성노공업기지진흥’
프로젝트의 중점과제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Yongding Yu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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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국의 2002년 GDP를 기준으로 인프라 투자수요를 추정하면, <표
2-2>에서와 같이 연간 753억 달러로 계산된다. Fay and Yepes의 연구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공항 ․ 항만 ․ 운하 ․ 석유 ․ 가스 등의 개발을 포함하
지 않으므로, 이들 부문을 합산하면 인프라 투자수요는 더욱 커지게 된다.

표 2-2. 동북아시아의 연간 기대투자수요 추정
(단위: 억 달러, %)
1)

중국
한국

2)

GDP

적용비율

12,089

5.14
3)

연간 기대인프라수요
금액

비중

621

82

6,803

1.18

80

11

극동러시아

469

5.14

24

5

몽고

11

6.92

1

0

북한

170

6.92

12

2

합계

19,542

-

753

100

주: 1) GDP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에서의 2002년 수치이다. 시베리아를
포함한 극동러시아는 2002년 현재 러시아 전체의 GDP 대비 비중(약 16%)을
적용했으며, 북한은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랐다.
2) Fay and Yepes(2003)의 GDP 대비 연간 기대투자수요의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3) 한국의 비율(1.18%, 고소득국가 기준 비율)을 중소득국가의 비율인 5.14%로
적용하면, 연간 기대 인프라수요는 350억 달러에 달한다(따라서 동북아 전체
로는 1,022억 달러).
자료: Fay, Marianne and Tito Yepes(200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한국은
행, 추원서․곽경탁(2004), Russia in Figures 2003.

또한 平木俊一(2003, 日本國際問題硏究所 보고서)는 2011~20년간의 동
북아시아 각국(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북한, 몽고)의 인프라 분야별
개발수요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 2000년 한국의 1인당 GDP
수준(8천 달러)이 이용되었다. 즉 동북아시아의 여타 국가가 2000년 한국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향후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지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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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平木에 따르면, 2011~20년의 10년간 동북아시아에서는 1,600
억 달러(연간으로는 16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
운데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되는 비율을 20~30%로 계산하여, 연
간 약 50억 달러 수준의 개발금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3)
표 2-3. 2011~20년 동북아시아 개발자금량 추정
(단위: 억 달러)

환경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발전소 파이프라인
합계 비율
프로젝트*
중국 동북3성 101 254 15 46
168
n.a.
28
612
38
극동러시아

1

58

68

158

17

110

n.a.

413

26

북한

385

3

30

13

101

n.a.

n.a.

531

33

몽고

6

n.a.

1

26

13

n.a.

n.a.

46

3

492 315 115 243

298

110

28

1,601

100

합계

주: * 상하수도․폐기물처리․공해방지.
자료: 平木俊一(2003)

마지막으로, 北東アジア・グランドデザイン研究会(2003, NIRA 보고서)
는 동북아시아에서 2001~20년간 약 9,3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연평균으로는 465억 달러의 규모에 해당된다.
NIRA는 2020년까지 동북아시아 각국의 GDP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투자액을 산정하였다. 즉 2000년의 중국(동북부), 북한, 극동러시아,
몽고의 GDP를 가정하여, 2020년까지의 평균성장률을 상정한 다음, 국토기
반투자4)에 필요한 규모(GDP의 15%로 가정)가 도출된 것이다. NIRA는 이
3) 여기에서 개발자금은 자기자금, ODA, 개발금융기관 및 민간투융자에서 각각
10%, 40%, 20~30% 및 30~20%가 조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4) NIRA는 국토기반투자가 공적고정자본형성, 민간주택투자, 공익사업투자 및 공
공성이 높은 분야의 민간설비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NIRA
는 사회자본정비에 필요한 투자액의 일정비율이 각국의 투자능력에 대응하여
자국에서 조달되어야 하므로, 동북아시아 지역이 미사일 방위 등을 통한 집단
적 안전보장을 추진하는 대신에 그 자금을 사회개발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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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중국 동북부가 80% 전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미시적 측면에서 동북아시아 개발수요는 에너지 및 파이프라인뿐만 아
니라 철도, 도로, 전력, 정보통신, 공항 및 항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여기에서는 동북아시아 개발 소요자금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
계와 시간적 제약으로 개발수요와 관련하여 에너지 및 파이프라인 개발
이라는 두 개의 분야만을 살펴본다.

가. 에너지 개발

동북아시아에서 석유 ․ 천연가스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의 가운데 유일
하게 실시단계에 있는 것은 사할린 대륙붕에서의 석유 ․ 천연가스 개발 프
로젝트(사할린 프로젝트)이다. 사할린 대륙붕은 Ⅰ~Ⅵ 광구로 분할되어
있는데, 가채매장량은 석유가 20억 톤 이상, 천연가스가 3조㎥이라고 평
가되고 있다. 사할린 프로젝트의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은 중국의 매장량
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생산이 정점에 달하는 2015~20년에는
연간 약 700억㎥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체 사할린 프로젝트의
정점시 원유생산은 8천만 톤으로, 연간 3천~4천만 톤의 수출이 가능하다
고 전망되고 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예상액은 개발 진척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사
할린 Ⅰ 및 Ⅱ 프로젝트가 각각 120억 달러와 100억 달러이다. 나머지 사
할린 Ⅲ~Ⅵ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예상액 등이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사할린-Ⅲ 프로젝트는 러시아 정부가 2004년 1월에 엑슨모빌
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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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텍사코에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권을 취소함으로써
향후 개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3년 8월 ‘에너지전
략 2020’을 확정한 이후 석유 ․ 천연가스 에너지의 전략적 활용 및 자국이
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사할린-Ⅲ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특정 외자기업에 대한 개발권 박탈은 이
와 무관하지 않다.
표 2-4. 사할린 대륙붕의 석유 ․ 천연가스 매장량
석 유

천연가스

투자
가채
생산
정점시
가채
생산 정점시 예상액
매장량
개시
생산량 매장량 개시 생산량 (억 달러)
(100만 톤) (예정) (100만 톤) (10억㎥) (예정) (10억㎥)
사할린-Ⅰ

307

2005

8

485

2005

9.5

120

사할린-Ⅱ

140

1999

8.5

550

2008

19

100

사할린-Ⅲ
키린광구
동오돕투
아야슈광구

624
70
97

2014
2014
2014

24.4
6.9
9.1

873
30
37

2014
2014
2014

n.a.
0.9
1

사할린-Ⅳ

n.a.

n.a.

n.a.

n.a.

n.a.

n.a.

-

사할린-Ⅴ

600

2010

35.5

100

n.a.

4.3

-

사할린-Ⅵ

800*

n.a.

n.a.

600

2010

34.2

-

-

주: * 가스 포함(석유 환산).
자료: ERINA(2003)

나. 파이프라인 개발

러시아 동시베리아의 원유를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파이프라인
의 건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중국 동북부에의 석유파이프라인(앙가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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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중국 다칭), 태평양의 나호드카 항까지의 석유파이프라인(앙가르스크~
나호드카), 그리고 절충안(타이셰트~나호드카)의 3개안이 검토되어왔다.5)
현재 가장 유력한 송유관 건설안은 러시아 최대의 석유수송업체인 트랜
스네프트가 금년 3월에 제시한 중국의 다칭(大慶) 라인과 일본의 나호드
카 라인을 통합한 절충안이다. 이 노선은 총연장이 4,130㎞로 완공까지 6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120억~1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6) 이 절충안은 앙가르스크 북서쪽에 위치한 타이
셰트(Tayshet)에서 바이칼호 북쪽으로 우회하여 중국 국경 부근까지 동시
베리아 철도노선을 따라 배관을 건설하고, 이를 다시 태평양의 나호드카
(페레보즈나야)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안은 러시아 정부가 대규

모 자금지원을 약속한 일본이 선호하는 나호드카 노선을 수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에서 한국에 이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투자액은 각 프로젝트별로 39억~74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사할린 프로젝트는 소요액이 가장 적은 반면, 동시베리아의 이
르쿠츠크 프로젝트(코빅타 가스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
시아의 에너지시스템연구소(Energy System Institute)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의 파이프라인 건설은 제1단계로서 이르쿠츠크에서 중국, 한국에의 파이
프라인이 2010년까지, 제2단계로서 야쿠츠크 및 사할린에서 중국, 일본 및
한국에의 파이프라인이 2020년까지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는 이들
지역 및 동서시베리아의 각 파이프라인의 연결이 2020년까지 완료된다.7)
그러나 앞의 사할린-Ⅲ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최대 개발프로젝트인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많은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5) 에너지경제연구원(2004)에 따르면, 송유관 노선이 다칭라인으로 결정될 경우 우
리나라가 러시아 원유를 도입할 여력이 없으며, 나호드카 노선이 더욱 경제적
인 방안으로 계산되고 있다.
6) 日本エネルギー經濟硏究所(2004)
7) 総合研究開発機構(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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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동시베리아 ․ 극동 석유 ․ 가스파이프라인 노선

자료:『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러시아의 가즈프롬은 지난해 동시베리아 지역의 가스 개발 ․ 수송 ․ 공급
에 관한 조정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런데 가즈프롬은 특정 가스전을 특정 국가(예컨대, 중국) 수출용으로 지
정하지 않고, 러시아 영토 안에서 모든 가스전을 통합 ․ 개발해 통합가스
공급망(United Gas Supply System)으로 묶어 내수용 공급과 수출사업을 동
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시베리아 최대 천연가
스 개발프로젝트인 코빅타 가스전은 내수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러시아→몽고→중국→(북한)→한국이라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루트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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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러시아극동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추정액
(단위: 백만 달러)

국가
러시아
몽고
중국
북한
한국

프로젝트

S1

파이프라인
압축기station
파이프라인
압축기station
파이프라인
압축기station
파이프라인
압축기station
파이프라인
압축기station
합 계

1,443
489

2,327 2,640
789
834

1,127
227
398
87
70
98
3,941

1,172
236
398
87
70
98
5,357

S2

641
140
70
98
4,066

Y1

Y2

I1

I2

I3

4,143
1,404

1,695
574
1,529
303
2,031
521

1,695
572
1,529
311
2,100
424
498
108
88
123
7,448

2,782
943

641
140
70
98
6,496

677
145
7,477

2,347
474
498
108
88
123
7,362

주: * S, Y, I는 각각 사할린, 야쿠츠크(사하 공화국), 이르쿠츠크를 의미한다.
자료: 総合研究開発機構(2004)

3. 평가
향후 동북아시아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거시적 개발수요 측면에서
연간 최저 160억 달러에서 최대 1,4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수요
가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는 2002년 한국 GDP(6,803억 달러)의 2~20% 수
준에 상당한다. 또한 전체 소요자금 중에서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외부로
부터 조달되어야 하는 개발금융은 연간 50억~15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8)
한편 거시적 측면에서의 개발수요에 관한 연구결과들에서 소요 개발재
원의 추정치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분석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
문이다. 예컨대, 平木(2003)의 경우 운수 ․ 에너지 ․ 환경 등의 분야로 개발
8) 제3장에서 논의되는 스탠리 캐츠(S. Stanley Katz)의 연구결과에서도 동북아시아
개발금융이 연간 75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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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대상을 국한시켜 분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추정치가 도출
되었으며, 추원서 ․ 곽경탁(2003)의 분석은 각국에 있어서 향후 일정한 경
제성장을 토대로 개발수요를 추정했기 때문에 결과치가 크게 나온 것으
로 보인다.

표 2-6. 동북아시아의 거시적 및 미시적 개발수요
(단위: 억 달러)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전체 개발수요

개발금융 수요

추원서․곽경탁(2003)

1,400

150

Fay and Yepes(2003)

753

-

平木(2003)

160

50

동북아시아 그랜드디자인 연구회(2003)

465

-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투자예상액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할린-Ⅰ

120

사할린-Ⅱ

100

동시베리아 송유관 프로젝트

120~162

다음으로 미시적 개발수요 측면에서는 향후 10여 년에 걸쳐 사할린-Ⅰ,
Ⅱ 프로젝트에서 각각 120억 달러, 100억 달러가, 그리고 동시베리아 송
유관 프로젝트에서 120억~162억 달러의 투자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외에도 여타의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이 진척될 경우 더 많은 자금
이 소요될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의 에너지시스템연구소는 극동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려 1,350억~1,4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
정하고 있다.9) 또한 여기에서 살펴보지 않은 철도, 도로, 전력, 정보통신,
공항 및 항만, 환경 등 여타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까지 포함하면 동북아
9)『한겨레신문』(2004. 8. 10), http://www.han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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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개발과 관련하여 에너지 자원의 보유국인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며, 한 ․ 중 ․ 일 3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은 자금력이 월등한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석유 ․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통
제를 강화하면서 동북아시아 에너지 자원의 개발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
금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향후 동북아시아의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므
로, 이를 위한 조달방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는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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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발금융은 국내자본과 외환보유고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측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를 의미한다. 개발금융은 통상 ① 인프라정비의 소요자금을 이국간 혹은
다국간 베이스에서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 ② 공업화의 소요자
금을 민간베이스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 ③ 자금지원국이 금융기관을
통해 현지 중소기업 등에서 소요자금을 융자하는 이른바 2단계 대부
(two-step loan)와 저소득자를 위한 소액융자 등의 금융서비스인 소액금융
(micro-finance) 등의 방법에 의해 추진된다.10)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금융시장에는 자금이 풍부하므로 선진국에서 개
도국으로의 자금이동이 이루어지면 후자에서 경제개발이 추진되고, 결과
적으로 그 수익은 투자자인 전자에게도 환원되는 플러스 사이클이 형성
된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이 인프라 정비가 지체된 동북아
시아에 환류되기 위해서는 자금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금융 메커니즘
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 개발금융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의되어온 동북
아개발은행에 대한 여러 방안을 비교분석하고, 관련국의 입장을 살펴본
후 이들 논의가 정책차원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
기로 한다.

1.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논의 경과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
10) 環日本海経済研究所(2003), p. 234.

26 • 동북아개발은행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동북아 개발에 대한 시사점

는 재원조달 문제이며, 이를 위한 방안이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의 설립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북부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남부의 자본 ․ 기술 ․ 개발경험과 연계시킬 대규모
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재원조달이 긴요하다. 그러나 기
존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내 개발에 특화할 금융체계, 즉 동북아개발은행(NEADB)
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NEADB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10여 년 전부터 연
구기관 및 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NEADB에 대한 최초 논의는
1990년 한국의 남덕우 전총리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NEADB의 필요성

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역설하고 있다.11)
첫째,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은 도로 ․ 항만 ․ 공항 등의 교통
시설, 전신․전화 등의 통신시설, 교육 ․ 문화 ․ 복지 등에 관한 사회기반시설
을 건설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막대한 내자와 외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계은행과 ADB가 동북아시아 국가(중국, 몽고, 러시아,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999년에 1억 3,500만 달러, 2000년에 2억 9,500만 달러, 2001년에
1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필

요한 자금의 극소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동북
아시아의 사회자본 구축과 경제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그런데 국제금융
시장에는 풍부한 자금이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다만 그 자금을 동북아
시아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NEADB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경제적 통합은 시대적 요청인데, 이를 위해
서는 교통(육운, 해운, 항공) 및 통신수단의 네트워킹(networking) 같은 국
가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국간 협력사업
11) 남덕우 전 총리의 홈페이지(http://www.dwnam.pe.kr/main_jiam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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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자간 지역개발은행을 매개로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
다.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 UNDP)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을 포함하는 구제협력 사업으로 시작한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이 지지부
진한 이유는 이 사업을 자금 측면에서 총괄 조정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
이다. 만약 NEADB가 있었다면 이 사업은 벌써 완료되었을 것이다.
셋째, NEADB는 비단 금융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경
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국가의 경제 문제와 경제 정책을 분석하
여 지역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
이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에 있는 중국, 러시
아, 몽고와 북한이 있으므로, 개발은행은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운용원리, 경영방식, 제도, 관행 등을 이들 국가에게 전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여
선진국의 이해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경제질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동북아
OECD 국가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지금은 양국간 협의의 시대가 아니라 다국간 협의시대이다. 선진
국이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참여할 때 쌍무적 접근보다 다자간 접근
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국제거래에는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선진국이 쌍
무적인 방법으로 이권을 추구하면 경제적 침략 또는 지배라는 오해를 받
기가 쉽고 국제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NEADB는
참가국간의 정보교환과 다자간 협의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에는 북한과 관련하여 NEADB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먼저 일본은 언젠가는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해
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무상 및 유상 원조가 필요한
데, 일본은 유상원조의 경우 북한에 직접 공여하는 것보다 NEADB를 통
해서 제공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원조 자금의 효율성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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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북한에 대해 다국적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남북간의 경제 협력
내지 경제적 통합이 진전되면 북한 개발비용의 큰 부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 NEADB가 창설된다면 어느 정도 그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다국적 접근을 통해 개혁 ․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한편 NEADB의 설립에 관한 구상은 1990년 남덕우 전 총리에 의해 주
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동북아시아경제포럼(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에서 논의되고 있다. NEADB 구상은 1991년에

중국 천진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경제포럼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또한
1993년에는 한국의 용평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경제포럼에서 작고한
Bumham O. Campbell 박사(전 ADB chief economist, 당시 동서센터 선임연

구위원), 嘉數啓 박사(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 부이사장), 關口末夫 교
수(동경대 경제학부)에 의해 NEADB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보고되었다. 1997년에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행해진 동북아시아경제포럼
회의에서는 전 ADB 부총재인 S. Stanley Katz 박사가 NEADB 설립에 관
한 구상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998년 이후 매년 동북아시아경제포럼
개발금융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NEADB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2000년 5월에 중국 천진 회의에서는 NEADB 설립을 목표로 특
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12)

2. 현존 다자간 지역개발은행간의 비교분석
이 절에서는 동북아개발은행이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관(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이라는 점에서 먼저 벤치마크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의 특징들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제적인 다자간 개발은행으로는 대표적으로 국제부흥개발
12) 山本尙史(2002), pp. 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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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IBRD)이 있으며, 이외에 지역개발은행 성격의 유럽투자은행(EIB),
중남미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및 북미개발은행(NADB)이 있다. 다음에서는 특
히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역외국에 대한 개방성 여부, 수권자본금 규모와 납입자본금의 비율, 조직
및 업무 형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설립 배경
EIB, IDB, AfDB, ADB 등 대부분의 현존 지역개발은행들은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목표로 역내의 주도에 의해 설립되었다. 1945년에 설립한
IBRD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도국의 개발 지원을,
NADB는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의 환경인프라 프로젝트에의 지원을 목적

으로 하여 각각 설립되었다. 현재 18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BRD는 전세
계적으로 다기화된 개발원조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EIB는 EU 통합을, NADB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각각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IDB와 AfDB 등 일부 개발금융기관은 설립 당시 폐쇄적인 기구
로 출범함에 따라 일정 기간 역외의 금융지원 및 우수인재 등을 활용하
지 못하였다. 각 기관에서의 역외 지분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40% 이
내의 과반 이하로 억제되고 있다. IDB의 경우는 출범 당시 8%에서 16%
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 개방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IDB는 출범 이후 15년 만에 역외국의 가입을 허용했다.13) AfDB 역시 폐

쇄적 기구로 출범하여 10년 이상 역외의 금융지원을 얻지 못하였다. 한편
13) 한국은 1979년부터 IDB에의 가입을 시도했지만, 중남미 시장의 잠식을 우려한
브라질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4년 5월 한국
정부는 IDB와 그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아시아에서는 일본(1977년)에 이어 두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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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부터 개방적이었던 ADB는 2003년 현재 회원국이 63개국으로
설립 초기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EIB의 경우는 EU 통합에의 기
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을 역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은 소규모 출자국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 기본표를 배분했
으나, 예외적으로 EBRD는 기본표를 배분하지 않아 투표권이 출자주식수
에 비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대부분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설립시에
IBRD의 역할 축소를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각 기관의

설립이 구체화되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14)
나. 자본금 구조 및 조직

현존 지역개발은행의 수권자본금 규모는 수차례의 증자 과정을 거치면
서 설립 당시와 비교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20배 정도 증가하였다.
예컨대 IDB의 수권자본금은 1959년에 비교적 소규모인 8.5억 달러로 출
발하였으나, 2002년 말 현재 1,009.5억 달러로 크게 증가(약 120배)하였다.
IBRD의 경우도 수권자본금의 규모가 출범 당시에 비해 2003년 6월 현재
19배로 확대되었다. 반면 EBRD는 비교적 큰 액수인 100억 ECU로 출발

해 현재 200억 유로로 2배 정도 증액되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지역개
발은행의 납입자본금 비율은 설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예컨대
ADB의 경우 납입자본금 규모가 최초 5.5억 SDR로 전체의 50%였으나,

현재는 33.2억 달러로 전체의 7%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개
발은행에서 많은 증자과정을 통해 수권자본금 또는 청약자본금의 규모가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납입자본금의 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14) 이것은 특히 주목되는 점이다. 후술되듯이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창설이
10년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반대가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는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
라 만약 역내에서 NEADB의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적극
적인 참여로 전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남덕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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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자 3-1. 다자간 개발은행의 자본금 구조
○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다자간 개발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Board of Governors) 회의에서 승인한 주식발행 총액을 의미한다.
○ 청약자본금(subscribed capital): 실제로 참가국들이 인수를 약정한 주식 총액
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시 납입자본금과 催告자본금으로 구분된다. 참가
국은 주식을 약정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이는 실제로 주식 대금으로 현금을 납부한 자본
금을 의미한다.
○ 催告자본금(callable capital): 이는 은행이 우발적인 사태로 인해 차입금 상환
이 어려울 때에 주주인 참가국에 대해 납입을 요구하는 자본금이다. 말하자
면, 催告자본금은 개발은행에의 참여국이 은행의 채무이행을 완전히 보증한
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존의 모든 개발은행은 이러한 催告자본금을 보유하
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청구(call) 조항을 발동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1. 다자간 개발은행의 자본금 현황
IBRD
수권자본금
최초
-100억 달러
현재
-1,908억 달러
납입자본금
최초
-20억 달러
현재
-115억 달러
납입자본금
비율
최초
-20%
현재
-6%

EIB

IDB

EBRD

NADB

-N.A.
-8.5억달러
-2.5억 UA
1)
1)
-1,637억유로 -1,009.5억달러 -297억 달러

-11억 SDR
-100억 ECU
-472.9억 달러 -200억 유로

-30억 달러
2)
-30억 달러

-N.A.
-N.A.
-1.25억UA
-81.85억 유로 -43.4억 달러 -29억 달러

-5.5억SDR
-30억ECU
-33.2억 달러 -52억 유로

-4.5억 달러
2)
-4.5억 달러

-N.A
-5%

-50%
-7%

-15%
-15%2)

-N.A.
-4.3%

AfDB

-50%
-9.9%

ADB

-30%
-26%

주: 1) 청약자본금 기준이다.
2)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3년간 분할납입하고 있다(2003년 현재 3.5억 달러의
납입자본금이 불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약자본금의 77.5%가 납입이 완료되
었다).
자료: 각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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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의 <표 3-2>에서 보듯이 각 기관은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소액의 납입자본금을 갖고서도 대규모의 융자지원을 달성하고 있다.
표 3-2. 다자간 개발은행의 특징 요약
IBRD
설립 시기 -1945년
본부 위치 -워싱턴
-전쟁피해
복구자금
지원,
설립 목적 개도국에의
개발자금
지원

주요
참가국

EIB

IDB

-1958년
-1959년
-룩셈부르크 -워싱턴

-EU의
통합,
균형적인
발전 및
경제사회적
결속에의
기여
-미국, 일본, -EU 회원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84개국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촉진,
지역 통합

-미국,
브라질,
칠레 등
역내
28개국,
역외
18개국

AfDB

ADB

EBRD

NADB

-1964년
-1966년
-1991년
-1993년
-코트디브 -마닐라
-런던
-미국
와르아비쟝
샌안토니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구의 -미․멕
역내국의 태평양
체제전환 국경간
경제개발 지역의
촉진,
환경인프라
및
경제성장 경제발전 프로젝트
기여
사회발전 및
자금조달
기여
경제협력
촉진
-나이지리 -일본, 미국, -미국, 독일, -미국,
아, 이집트 중국, 호주, 영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역내
등 역내외
53개국,
한국 등
60개국 및
역내외
역외
EC, EIB
24개국
63개국

역내외
(구분 불가) (구분 불가) -84%:16% -60%:40% -65%:35% -75%:25% (구분 불가)
지분
-융자, 보증, -낙후지역 -SOC와
-역내국의 -주로
-중동유럽 -수자원
개발
농업 및
경제개발 공공부문의 및 구소련 관리, 폐수
자문
프로젝트 산업 지원 프로젝트 개발사업 국가 지원 및
서비스
-민간 및
지원
등을 통해 -근대화 및 -건강, 교육, 지원
고형폐기
전환사업 도시개발 -2개국
-공공부문 기업가에 물 처리 등
중소득
대해 중점 환경관련
에 대한
개도국의 프로젝트 -빈곤퇴치, 이상이
주요
지원중에 지원
빈곤퇴치 -회원국의 환경개선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업무 지원
공동 관심
-최근
프로젝트 서도
중점 지원
-빈곤국의 프로젝트
및 회원국 빈곤감소 금융기관
지속적
무역확대 에 중점을 및
개발 촉진
관련인프
에 여하는 둠.
라에 중점
프로젝트
지원
에 우선
지원
누적
융자액 -3,830억 달러-2,590억유로-1,183억 달러-269억 달러 -983억 달러 -216.5억 유로-6.3억 달러

자료: 각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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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IBRD는 설립 이후 2003년 말까지 3,830억 달러를 융자하고 있
다(2003년 6월 말 현재 납입자본금 규모는 115억 달러임). EIB 역시 2004
년 5월 현재 융자잔액이 2,59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납입자본금 규모는
81.85억 유로임). 또한 IDB의 경우 1961~2002년간 누적 융자액은 1,18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2002년 말 현재 납입자본금 규모는 43.4억 달러임).
이러한 대규모의 융자지원은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의 활용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다자간 개발은행은 납입자본금은 소액이지만,
참여국에 의해 보증되는 거액의 최고자본금을 활용해 국제금융시장으로
부터 대규모로 자본을 조달하여 이를 융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자
간 개발은행과 일반적인 민간은행 또는 특수개발기금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개발은행은 내부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총재․부총재,
일반부서 및 기타 기구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의
달성과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개발금융
기관과 다르게 ADB의 경우는 정관에 임원의 보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으로 보수이사회(committee on remuneration)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식관리 ․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강화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부
총재직을 신설하였다. 또한 IDB는 총회 내에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 총회
위원회(committee of the Board of Governors)를 두고 있다.
다. 활동 동향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은행은 융자, 보증, 자문서비스, 기술협력 등을 통
하여 역내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IBRD는
융자 분야가 최근 들어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IDB도 융자 분야가 인프라 이외에 빈곤퇴
치, 사회평등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EIB는 경제사회결속 및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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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의 지원과 함께 글로
벌 론(global loan) 제도를 통해 중소규모의 산업투자 프로젝트에도 대부
하고 있다. NADB 역시 최근 들어 활동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AfDB의 경우는 지역경제의 악화로 인한 융자상환 연체가 지속되면서 활

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ADB는 융자액의 대부분(2002년 99%)을 역내 개도국의 공공 부문
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반면, EBRD는 융자액의 상당부분(2002년
71%)을 역내의 민간 부문에 지원하고 있다. EIB의 경우 EU 역내의 지역

개발 및 경제사회결속 분야에 대해 2003년 전체 융자액의 66%인 342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한편 IBRD, ADB 등은 수권자본금 규모에 비해 2배
에 달하는 누적 융자액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대규모
융자는 높은 국제신인도에 의한 채권발행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3.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기존방안 비교분석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동북아경
제포럼(NEAEF)에서의 학술활동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 NEAEF에서
제시된 NEADB의 설립방안은 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설립 및 운
영방식을 참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NEADB 설립방안으로 자
주 인용되고 있는 남덕우, 스탠리 캐츠(S. Stanley Katz)의 방안과 일본 동
경재단에서 작성된 방안을 비교분석한다.
가. 남덕우의 방안15)

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 항만 ․ 공항 등의 교통시설과 전
15) 이 부분은 주로 남덕우(1999)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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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전화 등의 통신시설 및 교육 ․ 문화 ․ 복지 등에 관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스탠리 캐츠에 따
르면, 동북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는 매년 약 75억 달러가 필요하
나, 현재 선진국 원조, 국제금융기관(세계은행 및 ADB), 각종 민간투자
및 상업금융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자금원을 최대한으로 추정해보
아도 약 25억 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로운 자금원, 즉 NEADB를 통
한 자금이 창출되어야 동북아시아의 사회자본 구축과 경제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1) 참가국 및 출자금 배분
역내 참가국은 한국, 일본, 중국, 몽고, 러시아, 북한으로 한다. 중국의
반대가 없으면 대만을 포함할 수 있다. 역외 참가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
드 및 EU 국가들을 상정할 수 있다. 참고로 ADB의 회원국은 창설 당시
역내 19개국, 역외 12개국 등 31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2002년 말 현재
역내 44개국, 역외 17개국 등 61개국으로 증가하였다(표 3-3 참고, 2003년
에는 역내에서 팔라우가, 역외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입하여 전체 회원국
은 63개국으로 되었다). 특히 NEADB의 자원조달 및 국제적 기능의 제고
를 위해서는 역외에 널리 문호를 개방하여 가급적 많은 역외국이 참가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출범 당시 역외 국가의 참여를 거부한 아프리카 개
발은행(AfDB)의 실패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
NEADB의 자본금과 출자국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수권자본

금 및 청약자본금의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ADB의 경우 설립 당시 역내
회원국의 GDP 0.5%를 기준으로 60억 달러의 수권자본금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ADB의 수권자본금은 473억 달러(2002년 말 현재)로 확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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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DB의 회원국 및 국별 지분율 현황(2002년 말)
회원국(61개국)

지분율(%)

역내: 44개국

63.458

호주
중국
홍콩
인도

5.871
6.539
0.553
6.424

인도네시아

5.526

일본

15.836

한국

5.112

역외: 17개국

36.542

캐나다

5.308

미국

15.836

자료: ADB(http://www.adb.org/)

청약자본금 규모는 472억 달러이고, 이 중 납입자본금은 33억 달러로
7%, 催告자본금은 439억 달러로 93%를 차지하고 있다(표 3-4 참고). 이러

한 ADB 방식을 원용하여 NEADB의 수권자본금을 산정해보면, 2001년
현재 동북아 역내국의 GDP 규모가 대략 6조 5천억 달러이므로(표 3-5 참
고), 이의 0.5%인 수권자본금 규모는 약 325억 달러이다. 따라서 향후 수
년간의 역내 GDP의 성장을 고려하면 NEADB의 수권자본금 및 청약자본
금의 규모를 400억 달러로 가정할 수 있다.
표 3-4. ADB의 자본금 구조(2002년 말)
구 분

금액(억 달러)

수권자본금

472.9

청약자본금

472.3

비중(%)

100

납입자본금

33.2

7

催告자본금

439.1

93

자료: ADB(http://www.a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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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DB는 설립당시 청약자본금 가운데 납입자본금과 催告자본
금의 비중을 50% 대 50%로 하였으나, 이후 수차례의 증자 과정에서 납
입자본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현재는 7% 대 93%로 하였다(표 3-4 참
고). NEADB의 경우에도 설립시의 납입자본금 비율을 50%로 하고 5년
분할납입제로 한 다음, 이후의 증자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납입자본금 비
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NEADB 설립시의 청약자본금 규모를
40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납입자본금은 200억 달러가 된다.

한편 참가국의 출자부담은 ① 자본금의 규모, ② 역내 및 역외 참가국
에 대한 자본금 배분 비율, ③ 현금 납입자본금과 催告자본금의 구성 비
율, ④ 각국에 대한 배정 기준(1인당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등)에 달려 있
다. <표 3-3>에서 보았듯이 ADB 출자부담의 경우 2002년 말 현재 역내
및 역외의 배분 비율이 63.5% 대 36.5%이다. 만약 NEADB도 이와 비슷하
게 60% 대 40%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역내의 납입자본금 출자부담은 120
억 달러가 된다(표 3-6의 사례 A). 예컨대 이것을 한 ․ 중 ․ 일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각국의 부담은 40억 달러가 되며, 5년 분할납입으로 매년 8억
달러를 납입해야 한다. 물론 러시아, 몽고, 북한이 일부를 부담하고, 대만
이 역내국으로 참가하면 3개국의 부담액은 7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만약 일본이 납입자본금의 절반을 부담하면, 일본은 60억 달
러, 중국과 한국은 각각 30억 달러 이하를 5년 분할로 납입하면 된다.
만약 이것이 과중하다면 설립시 청약자본금을 200억 달러로 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참가국 부담을 절반으로 줄어든다(표 3-6의 사례 B).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청약자본금을 줄이는 것은 은
행의 자본동원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청약자본금(400억 달러)은
그대로 두고 납입자본금과 催告자본금의 비율을 25%(100억 달러) 대
75%(300억 달러)로 조정하면(그래도 ADB의 현재 비율 7% 대 93%에 비

교하면 납입자본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참가국의 부
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표 3-6의 사례 C). 이 경우 한 ․ 중 ․ 일의 부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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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억 달러 이하로 축소된다. 따라서 일본의 현금 납입부담은 5년간

최대 30억 달러 이내이고, 중국과 한국은 15억~20억 달러 이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역내 대국인 러시아의 비중을 높이면 한 ․ 중 ․ 일의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표 3-5. 동북아 역내국의 GDP 현황(2001년 현재)
국가

명목 GDP(십억 달러)

중국

1,159

홍콩

164

일본

4,165

한국

422

러시아

310

대만

281

몽고

N.A.

북한

N.A.

합계

6,501

자료: APEC, 2002 Economic Outlook(http://www.apecsec.org.sg/).

표 3-6. 출자부담 추정
(단위: 억 달러)

사례 A

사례 B

사례 C

청약자본금

400(100%)

200(100%)

400(100%)

납입자본금(100%)

200(50%)
120
80

100(50%)
60
40

100(25%)
60
40

200(50%)

100(50%)

300(75%)

역내(60%)
역외(40%)

催告자본금

자료: 남덕우(1999)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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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회원국으로 미국이 참가한다면, AD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와 동일한 몫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역외국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2) 투표권과 의사결정
NEADB 참가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표권 수의 배분문제는 매우 까

다로운 사안이다. ADB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1주의 액면가격을 1만 달
러로 하면, 400억 달러의 청약자본은 총 400만 주에 해당된다. ADB는 우
선 총투표수의 20%를 모든 참가국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이는 소액
출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IBRD의 경우에는 10%
였으므로 ADB의 배분방식이 보다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일본은 총 청약
자본금의 16%를 차지하지만, 투표권은 그보다 약간 적은 13.4%이다.
NEADB의 경우에도 ADB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모든 개발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총회
(Board of Governors)를 두게 된다. 이 총회는 모든 참가국의 장관급 대표

로 구성되고 1년에 한번 소집되며, 중요한 정책문제에 관하여 최고의 결
정권을 행사한다. ADB 경우 2002년 말 현재 역내 47인 및 역외 17인을
두어 합계 61인으로 총회가 구성되고 있다.
NEADB의 일상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를 두게 된다. ADB의 경우 현재 12명(역내 8명, 역외 4명)의 이사가 은행
소재지에 상주하고 있다. NEADB의 경우에는 이사를 상주시키기보다는
매년 4분기에 한번 소집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참가국이 정치적 편
의에 따라 임명한 이사들의 무분별한 업무간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의 선출에 있어서는 역내 총투표권 수의 8%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는 단독으로 자국 이사를 파견(선출)할 수 있다. 또 역외 총투표권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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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상을 차지하는 역외국은 단독으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단독으

로 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 군소주주 국가들은 몇 나라의 투표권 수를 합
쳐서 집단적으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군소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는 의
사결정시 군소주주가 위임한 투표권 수를 행사한다. 만약 군소주주간의
찬반이 엇갈릴 경우 대표이사는 찬성투표 수와 반대투표 수를 따로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은 만장일치로 결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NEADB는 ADB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NEADB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대만, 미국 및 일부
OECD 국가 등이 단독 이사를 파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의 거액 차입국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AfDB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
다. ADB의 경우에는 비차입국(OECD 국가들) 이사의 투표 수가 약 50%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NEADB의 경우에도 이 점
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OECD 국가들의 이사를 가급적 많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역외국의 이사회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
외국이 단독으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준을 ADB 기준(역외 청약자
본 총액의 17%)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자본금과 여신능력
ADB는 1966년 창설 이후 1998년까지 누계로 대출 773억 달러, 투자
6.1억 달러, 기술원조 16억 달러, 공동융자 295억 달러 등 합계 1,091억

달러의 자금을 역내 개도국에게 공급하였다. 이러한 여신활동을 위해
ADB가 조달한 자금내역을 보면, 수권자본금 484억 달러, 국제금융시장

차입금 349억 달러, 영업순이익과 준비금 72억 달러, 선진국이 출연한 특
별기금 219억 달러 등 약 1,12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금조달원으로 수권자본금 484억 달러(청
약자본금 478억 달러)가 계산되고 있으나, 현재 ADB의 납입자본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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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3억 달러에 불과하므로 ADB는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33억 달러의
현금자본을 밑천으로 수십 배의 재원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점이
다. 결국 ADB는 그 자본력이 아니라 역내 주권국가의 공신력(催告자본금
이라는 형식)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공적기금을 수
탁하여 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개발은행과 민간 상업금융이 다른 점이다. 불과 33억 달러의 납입자본금
으로 그만한 자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민간은행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바로 이 점이 NEADB가 필요한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 NEADB에 있어서 원조성격의 특별기금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아마도 차입금, 지급보증 등에 크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공신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러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을 비롯하여 OECD 국가들의 정부가 다수 참여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4) 인사와 은행 위치
NEADB의 총재는 당연히 최대 출자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총재

한 사람은 반드시 영 ․ 미국 계통에서 선출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NEADB가 세계은행, ADB 등에 비견할 만한 국제기구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역외 인재의 등용이 필수적이다. ADB의 경우에는 2002년 말 현재
49개국 국민으로 구성된 총인원 2,220명(이 중 전문직 794명 및 기타
1,426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편 NEADB의 위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천진시가 유치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의 수도인 동경, 북경, 서울 등이 유력
한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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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ADB의 이니셔티브
기존 지역개발은행은 세계정세 변화와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인, 정상회담, UN기구 등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취하였고,
각국 정부가 추진 주체가 되었다.
NEADB의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UNDP가 이미 두만강유역 개발사

업을 주도하고 있고,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UNDP는 그럴 만한 지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도 참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공조적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촉
진하기 위해 NEADB의 설립 필요성을 설득하여 호의적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일본은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결국 관건은 미국과 일본이 쥐
고 있고, 관련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의 식견과 용기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 일본 동경재단의 방안

일본의 동경재단은 2001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동북아시아개발은
행의 창설과 일본의 대외협력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프로젝트’16)를 실시
하였다. 동경재단은 일본 최고수준의 민간 비영리 연구기관이며, 정부와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고 정부에 직접 제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16) 이 보고서는 ‘서언, 제Ⅰ장 서론: 왜 NEADB 창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가, 제
Ⅱ장 동북아시아지역협력과 선행 NEADB 구상, 제Ⅲ장 지역개발금융기관의
경험과 교훈, 제Ⅳ장 NEADB의 창설과 과제, 제Ⅴ장 관련 국가(지역) ․ 국제기
관의 인식과 Commitment, 제Ⅵ장 NEADB 창설과 일본의 대외협력정책, 제Ⅶ
장 NEADB 창설을 위한 전략과 행동프로그램,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東京財
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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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당시에는 전 금융 ․ 재정상인 다케나카 헤이조 교수
가 이사장이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프로젝트의 팀 구성멤버가 한 ․
중 ․ 일 ․ 러 등 역내 4개국 및 대만, 미국 등 관련 국가 ․ 지역의 출신자, 그
리고 ADB와 UN 경험자 등 다국적 멤버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2002
년 7월 말 동경재단의 NEADB 프로젝트 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게 ‘동북아시아개발은행 창설을 위한 5가지 정책제언’ 및 ‘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최초의 정책
제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
이다.
1) 설립 목적과 지정학적 범주
NEADB의 창설목적은 동북아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창출함과 동

시에 역내 개발도상국의 공동 또는 개별적인 경제개발의 촉진에 기여하
는 것이다. 또한 NEADB를 동북아 지역의 다국간 협력형태,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21세기형 New Scheme(지역협력기구)의 제1호로서 정립하고, 늦
어도 2006년까지 창설한다는 결의를 2002년 11월 한 ․ 중 ․ 일 3개국 정상
회담에서 공동선언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창설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최대
목적으로 하고 있다.17)
또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범주는 역내지역(일본, 한국, 북한, 중국의
동북 3성(흑룡강 ․ 길림 ․ 요녕성), 몽고,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 인근 지
역(동남아시아 국가, 오세아니아 등), 역외지역(미국, 캐나다, EU, ADB,
기타 국제금융기관) 그룹으로 분류한다.
2) 가입 자격
17) 그러나 2002년 이 정상회의에서 NEADB의 창설은 제안되지 않았고, 따라서
창설준비위원회도 발족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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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관련국가, 지역, 시민단체 및 기관에 개방되어야 하며(주체성 ․
개방성의 원칙), 이때 국가, 지역, 기금,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군
은 역내 국가(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고, 일본)를 중심으로 한 ‘제1그
룹’과 동남아 ․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한 ‘제2그룹’ 및 여타국과 국제기
관의 ‘제3그룹’으로 한다. 대만과 홍콩은 아시아경제권에서 중요한 지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및 동북아와의 경제 ․ 금융상의 연계에서
보아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단, 대만은 정치적인 조정이 요청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방자치체는 채무이행의 능력 등의 기준에서 보
면 가입이 곤란하다. 단 시민, NGO와 자치체로 구성되는 기금으로서의
참가는 고려될 수 있다. 역외 선진국으로부터는 국제협조와 출자의 확대
라는 측면 이외에 자재 ․ 기구류의 조달, 우수한 직원의 확보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기술협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NEADB의 운
영의 책임은 ‘역내’ 각국이 부담해야 하며, 이것을 자본구성에 반영시켜
야 한다.
NEADB는 EBRD와 같은 가입자격의 이념성향은 피해야 한다. 경제개

발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ADB의 가입은 절실하다. 또한
역내 각국의 개발금융기관의 참가 및 시민, NGO, 자치체는 공동투자에
의한 기금방식(출자)이 바람직하다.
3) 조직 ․ 기구
기구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의 목표를 위해 업무에 필요한 부문으
로 한정한다. 기구확충은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기
구의 간소 및 유연성의 원칙).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각국 대표자에 의해
구성되는 총회(총재단)로 한다. 총회의 아래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NEADB 주요 업무의 심의, 결정 및 감독을 행한다.
이사회는 역내에서 4명, 동남아 ․ 오세아니아 및 ADB에서 2명, 여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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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명 등 합계 8명 정도가 바람직하다. 총재는 법률상 NEADB의 대표
자이며, 부총재는 업무부문과 비업무 부분에 각 1명을 임명하여 총재를
보좌한다. 정책조정실은 ADB에는 없는 것으로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
련된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계획 ․ 실행하는 데에 필요하다.
환경평가실은 이전까지 소홀하였던 환경평가를 프로젝트 심사의 일환으
로 실시하여 환경측면을 배려한 개발을 추진한다. 무역금융담당부는 역
내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업무를 맡는다. 협조융자담당부는 역내외의 민
간자금을 조달 ․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협력실은
시장경제화에 필요한 제도인프라 및 인재육성지원 등의 각종 지원을 제
공한다(그림 3-1 참고).
그림 3-1. 기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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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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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법무실
경제조정실

무역금융담당부

경리부

내부감사실

협조융자담당부
기술협력실

홍보실
정보 I T 담당부

프로젝트평가실
환경평가실

자료: 東京財團(2002), p. 12.

4) 규약
NEADB의 특색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대해 참가국의 합의를 도출

해야 한다. 첫째, 업무의 투명성과 업무평가의 기준을 명시해 객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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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 둘째, 필요에 따라 융자채권의 매각, 민간에서의 자금조달에
의해 자금회전을 촉진하며, 셋째, 일몰(Sunset Close) 방식의 도입, 즉 프
로젝트는 목적 업무가 달성된 후에는 신속하게 종결한다.
5) 자본규모 및 출자
업무내용을 근거로 자본규모를 책정한다. 업무범위로서는 경제기반정비
를 위한 인프라융자 및 보증, 민간기업에의 투융자 및 보증, 시장경제지향
형 국유기업에의 융자 및 보증, 역내 각국의 무역촉진을 위한 무역금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건전 또는 경제성이 있는 프
로젝트가 우선되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목표로 하여 경제성을 중요시한다.
투융자와 보증, 무역금융 및 시장경제지향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금융
기관과의 협조융자에 대해 정확한 심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최초 수권자
본금은 60억 달러, 납입자본금은 30억 달러 수준에서 충분할 것으로 판단
된다. 부족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자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표 3-7. 국가(지역)별 NEADB의 납입자본 비중
동북아시아 6개국, 4기관(56%)
일본(18%) : 정부 15%, JBIC 2%, DBJ 1%
중국(16%) : 정부 15%, 국가개발은행 1%
한국(12%) : 정부 10%, KDB 2%
러시아(8%), 몽고(1%), 북한(1%)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6개국(14%)
대만(6%), 홍콩(2%), 싱가포르(1%)
ASEAN(싱가포르 제외)(2%),
호주(2%), 뉴질랜드(1%)
여타 국가(24%)
미국(10%), 캐나다(2%), EU(12%)
ADB(3%)
기금(3%)
자료: 凃照彦(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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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6개국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6%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역
내 각국의 협조성을 중요시하여 일본은 18%로 억제한다. 운영책임(공동
운영의 원칙)을 지는 한 ․ 중 ․ 일 3개국의 동률 출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 ․ 홍콩이 합계로 18%로 되는 점에 유
의하고자 한다.
또한 주체성을 중요시해 역내 각국과 동남아시아는 합계 67%, 납입자
본금 전체의 2/3를 확보한다. 동남아시아 ․ 오세아니아는 합계로 14%, 여
타 국가는 합계 24%(북미와 EU 각 12%), ADB와 기금은 각각 3%로 한
다. 기금은 장래 증자가 있더라도 5% 이내가 바람직하다.
6) 투융자대상 지역과 업무내용
중국의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과 내몽고자치구, 북한, 몽고
(몽고종단철도의 동쪽 지역), 러시아의 동시베리아(바이칼 동쪽 지역)와

극동지역이 대상으로 된다. 단 국제물류네트워킹과 에너지관련 프로젝트
등의 국제 공동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몽고 전역, 러시아의 서시베리아, 한
국 및 일본도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중국 화북지역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대상지역으로 될 수 있다.
업무내용은 NEADB의 부가가치성(additionality) 확보, 민간금융을 견인
하는 촉매(catalyst) 역할, 동북아 지역의 종합개발계획과 조정기능 달성,
동북아 각국의 무역․투자 촉진 등이 있으며, 각 사항은 출자자의 합의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역내 각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
한 금융, 지식 서비스를 축으로 한 기술협력이 중요한 업무다. 특히 시장
경제이행에의 지원, 종합개발계획, 지역협력지원 등은 주요한 기술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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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동프로그램(Action Program)
NEADB 창설에는 다음의 세 단계가 고려된다. 제1단계는 합의형성의

단계로,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2002년 11월)에서의 ‘NEADB 창설 선언’
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그림 3-2. NEADB 창설을 위한 행동프로그램

자료: 東京財團(2002),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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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일본 내각부에 작업반을 설치해 한국 및 중국과 비공식적인 교
섭에 들어간다. 제2단계는 발족추진의 단계로, ‘NEADB 창설 선언’에서
NEADB 발족(2006년)까지 약 4년간이 이에 해당된다. 행동프로그램의 본

격적인 가동기이다. 제3단계는 발전 ․ 확대의 단계이다. 발족에서 전체 회
원국의 참가(2010년경)까지의 약 4년간이다. 인근 각국과 역외 각국의 참
가, 일부 프로젝트의 실행 ․ 완성 ․ 평가의 단계에 해당한다.
다. 스탠리 캐츠(S. Stanley Katz)의 방안18)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
하고,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이 매우 뒤처진 상태다. 그 이유
로는 ① 냉전으로 인한 상거래, 금융, 투자 활동의 제한, ② 양자간 및 다
자간 개발 지원이 지역단위 사업보다는 대부분 국가단위에 초점이 맞춰
져 왔다는 점, ③ 이전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내 동북아 지역의 발전
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점, ④ 서방 국가들의 관심과 자원이
아시아로부터 중동유럽 쪽으로 옮겨간 점, ⑤ 동북아 경제발전을 관심 의
제로 부각시키고, 이를 주요 다자간 정치 ․ 경제 기구들에 상정시킬 수 있
는 관련기관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상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
라 관련 사업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내저축과 외화를 생성, 유
통시킬 수 있는 능력 범위를 크게 웃도는 규모일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장기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
다.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금융기
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은 지금까지 다른 개도국이나 지
역에 대해 이러한 자본중개의 역할을 하여 왔는데,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
18) 이 부분은 Katz(2002)의 내용을 주로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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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IFIs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 대해 이러한 자본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러운 수준이
나 속도로 수행해주지 못하였다. 실제로 기존 IFIs를 통해 이루어졌거나
이들에 의해 직접 수행된 자본이동이 지역의 예상 자본수요 및 수용여력
에 계속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더욱 염려스러운 바는 이러한 상황이 앞
으로도 변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의 부족을
해결하고, 역내에서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금융기구
로서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창설이 제기되고 있다.
1) 동북아시아를 위한 외부자본의 필요성
동북아경제포럼(NEAEF)과 하와이 대학의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는 세부적인 분석과 연구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인프라 투자
에 대해 필요한 순외국자본유입(net foreign capital)의 규모를 연 75억 달
러 정도로 추산했으며, 이러한 개발금융 도입은 다년간 지속될 필요가 있
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규모는 지역 자체의 여력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
므로 IBRD, ADB, EBRD 등의 국제금융기관(IFIs)에 의해 이 지역으로 자
본유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IFIs 외에 민간에 의한 직접투자를 통해 약간
의 장기자본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간 보조에 의해서도 필요자본의 일
부분이 확보될 수 있다.
동북아의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장기자본은 3대 IFIs(IBRD, ADB,
EBRD)를 통해 조달될 수 있는데, 이 자금원들로부터 매년 기대될 수 있

는 장기자본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3-8>에서 보듯이 15억 달러 정도이
다. 이는 자금이 최대한 많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비현실에 가까울 정
도로 낙관적인 가정들하에서 추산된 것이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하여
IBRD, ADB 및 EBRD와 민간투자, 정부간 보조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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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량은 연간 25억 달러 정도이다. 결국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규
모에 50억 달러나 부족한 실정이다. 즉 자본조달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가정들을 도입하여도 매년 50억 달러 가량의 자본부족이 예상되는 것이다.

표 3-8. 동북아 인프라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동북아에 필요한 자본 추정액

75억 달러

민간투자액 및 신용액

합계

5억
5억
15억
7억
6억
1억
25억

부족분

50억 달러

양자간 자금조달(미국, 일본 등)
다자개발은행

IBRD
ADB
EBRD

달러
달러
달러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달러
달러

자료: Katz(2002)

표 3-9. IBRD와 ADB의 對동북아 자금지원(1999~2001년)
(단위: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북한
IBRD
ADB
몽고
IBRD
ADB
중국
IBRD
ADB
러시아
IBRD
ADB

0
0
0
25
0
25
110
0
110
0
0
0

0
0
0
0
0
0
295
165
130
0
0
0

0
0
0
64
64
0
106
100
6
0
0
0

총계

135

295

170

자료: Katz(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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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FIs에서 실제로 동북아에 유입된 자본규모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IBRD와 ADB의 연례보고서를 살펴보면, 1999~2001년에 이 두
기관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제공한 인프라 관련사업 자금의 규모는 연간
1억 3,500~2억 9,500만 달러 정도이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결국 동북아에 요구되는 개발자본의 부족
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외국의 초과자본을 동북아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중개기관, 즉 동북아개발은행(NEADB)이 필요한 것이다.
2) NEADB의 기능과 활동
NEADB가 일단 설립되어 참여국 등의 주주들로부터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과 催告자본금(callable capital)의 형태로 자본을 부여받게 되면, IBRD

나 ADB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NEADB는 뉴욕과 런던,
도쿄, 프랑크푸르트, 홍콩 등의 민간 장기자본시장과 거래하면서, IBRD나
ADB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장기자본을 차입하

게 될 것이다.
기존 IFIs의 채권들이 그렇듯이 NEADB 채권 또한 외환보유고로부터의
인출이 보증된 자본분담금에 기초하므로, 유리한 이자율 및 만기 조건으
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따라서 NEADB는 단순히 각국 정부의 보조
금을 전달하는 역할로 전락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이용
할 외자도입을 확보하고 매개하는 새롭고 능동적인 투자 채널로 기능할
것이다.
3) 기존 IFIs와의 관계
NEADB의 활동이 기존 다자간 개발은행들(IBRD, ADB, EBRD)의 활동

과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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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본조달의 영역에서 NEADB는 기존 IFI들의 자본이동 역할을 보
완하고, 더 나아가 외자도입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채널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외 채권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소
유를(기존의 IFI 채권 소유분에 새롭고 안전한 NEADB 채권을 추가시킴으
로써)보다 다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본운영의 영역에서 NEADB는 각국별 및 지역 전체의 인프
라 확충계획 중에서 자본을 제공할 곳을 선정 ․ 분배 ․ 제공하는 데 있어,
기존 IFIs(특히 IBRD와 ADB)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기존
IFIs의 초점이 구조조정, 제도개선, 빈곤퇴치, NGO 활동 지원을 비롯한
‘인프라와 무관한 활동’ 쪽으로 옮겨간 상황이므로, NEADB의 대부활동

은 동북아 지역의 건전한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자본이 갈수록 부족해지
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IBRD, ADB, EBRD
및 IMF가 하고 있듯이, NEADB 또한 프로젝트 선정 및 분류, 지원조건,
프로그램과 정책 등에서 기존 개발금융기관들과 공통된 관심주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또한 NEADB는 연구 ․ 분석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외의 관
련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다. NEADB는 이처럼 특정 지역 또는 분야를 대
상으로 하는 기관들과 협력하고, 연구활동을 자신의 프로젝트 관련 대출
에 연계시킴으로써, 경제발전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분석자료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NEADB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① 프로젝트 및 투자 분석: NEADB는 특정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 경제상의 현실성 여부와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
식과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을 제공받는 프로젝트의 적절한
수행시기와 효율적인 비용관리에 대해 확인 ․ 감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경제 연구, 분석 및 자료제공: NEADB는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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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분석 및 자료제공 활동을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지역 연구기관
들과 협력하여 지원 ․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유관기관과 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 NEADB는 또한 프로젝트 분석 및 수행, 경제 연구, 경제 ․ 재
정정책 설정, 전산능력, 자료분석 등의 분야에서 관련 인력을 양성 ․ 교육
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재무구조
NEADB의 재무구조는 IBRD, 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

은행(IDB) 등 다른 개발은행들의 선례에 따라 설정되고 운영된다. 즉 은
행자산 형성을 위한 분담금을 제공하는 회원국 정부(또는 기타 공인된
기관)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다자간 준상업(quasi-commercial) 은행으로 조
직된다. NEADB 창립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출범 전에 협의를 통해 결정
해야 할 사안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NEADB의 총 수권자본
금, ② 출자에 참여하는 창립회원국, 기타 아시아 국가, 비아시아권 국가
및 기구들간의 분담비율 설정, ③ 납입자본금과 최고자본금의 비율, ④
납입자본금과 최고자본금에 대한 통화(national and/or convertible currencies)
구성 등이다. 이러한 요소(parameter)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양
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조합을 취하는가에 따라 참가국/기관들이
은행에 얼마를 납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으로 해외자본시
장에서 NEADB가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NEADB에 대한 납
입은 각국 정부의 관련 책임자(중앙은행장, 재무장관 등)가 자국을 대표
하여 수행한다.
ⅰ) 수권자본금: 은행의 총 수권자본금 규모는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다른 IFIs의 선례를 바탕으로 추정할 때, NEADB의
총 수권자본금은 250억에서 5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일례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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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NEADB의 최초 수권자본금 규모는 400억 달러 정도로 상정해볼 수
있다. 이 금액은 액면 10만 달러의 40만 주에 의해 명기된다.
ⅱ) 지분 할당: 은행 창립회원국이 될 일본, 한국, 북한, 몽고 및 러시아
는 NEADB 총지분과 이사회(board) 참석권 및 투표권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게 된다.19) 또한 NEADB의 아시아 중심적인 성격과 초점을 공고히 하
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의 많은 부분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게 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은 미국, 캐나다, 호
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공동체(EC), 북유럽 국가 등 다른 지역에의 할당
이 허용될 것이다. AD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지분 할당은 GDP,
1인당 GDP 등 총경제지표(aggregate economic indicators)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아울러 소규모 회원국들의 동등한 참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ⅲ) 청약자본금, 납입자본금, 催告자본금: 각국 정부는 청약자본금만큼
의 지분을 책임지지만, 실제로는 청약자본금의 일부분(납입자본금)만을
현금 또는 통화로 은행에 납입하면 된다. 참고로 ADB에서는 초기 수권
자본금과 뒤이은 자본 증가분 중에서 납입자본금으로 설정된 비율이 0%
에서 50%까지의 범위 사이에서 등락해왔으며, 현재 IBRD와 ADB의 납입
자본금은 평균적으로 총 수권자본금의 6~7% 정도이다. 그러나 NEADB가
창립회원국들에게 가질 중요성을 생각할 때, NEADB의 납입자본은 25%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납입자본금의 실제
납입은 3~5년간에 걸친 분할납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催告자본금은 참여국이 은행의 우발적 자금소요에 대해 보증하는 부담
금이라 할 수 있다. 催告자본금은 처음 출자할 때에 납입할 필요가 없으
며, 심각한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납입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환가능통화(convertible currencies)로 책정된 催告자본금은 매우
19) 원문에는 중국이 실수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의 이전 논문(1999)에
서는 당연히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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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NEADB 채권의 구입자들은 이러한 催告자본금
을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궁극적인 안전보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게
다가 이러한 催告자본금은 IFIs 채권의 이자율과 만기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다음의 <표 3-10>은 은행지분을 1%에서 15%까지 소유한 국가들이 은
행 설립시에 부담하는 비용을 보여준다. 이 중 세 개의 모형은 총 수권자
본금 400억 달러에 납입자본금 비율 50%, 25% 또는 10%인 상황을 가정
하며, 다른 세 모형은 총수권자본금 250억 달러에 납입자본금 비율이
50%, 25% 또는 10%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모형들의 가정하에서 은행지분 1%를 보유한 소액출자국이 부담하
는 3회의 분할 납입자본금은 연간 800만 달러에서 6,700만 달러 사이가
된다. 한편 은행지분을 15% 소유한 고액출자국의 경우는 연간 1억 2,500
만~10억 달러를 3회 분할 납입하게 된다.
400억 달러의 NEADB 자본금은 매년 10~20억 달러의 대출을 가능케

할 것이며, 설립 이후에는 연 20~30억 달러를 동북아시아의 인프라 관련
사업들에 대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0. 동북아개발은행: 자본조달 및 국별 부담 추정

[모델 1] 가정: 총수권자본금 400억 달러, 납입자본금 50%, 3년 분할 납입
(단위: %, 백만 달러)

참여국

보유지분

청약자본금

납입자본금(연간) 催告자본금(50%)

A 국

1%

400

67

200

B 국

5%

2,000

333

1,000

C 국

10%

4,000

667

2,000

D 국

15%

6,000

1,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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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 가정: 총수권자본금 400억 달러, 납입자본금 25%, 3년 분할 납입
(단위: %, 백만 달러)

참여국

보유지분

청약자본금

납입자본금(연간) 催告자본금(75%)

A 국

1%

400

33

300

B 국

5%

2,000

167

1,500

C 국

10%

4,000

333

3,000

D 국

15%

6,000

500

4,500

[모델 3] 가정: 총수권자본 400억 달러, 납입자본 10%, 3년 분할 납입
(단위: %, 백만 달러)

참여국

보유지분

청약자본

납입자본(연간)

催告자본금(90%)

A 국

1%

400

13

300

B 국

5%

2,000

67

1,800

C 국

10%

4,000

133

3,600

D 국

15%

6,000

200

5,400

[모델 4] 가정: 총수권자본 250억 달러, 납입자본 50%, 3년 분할 납입
(단위: %, 백만 달러)

참여국

보유지분

청약자본

납입자본(연간)

催告자본금(50%)

A 국

1%

250

42

125

B 국

5%

1,250

208

625

C 국

10%

2,500

417

1,250

D 국

15%

3,750

625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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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5] 가정: 총수권자본 250억 달러, 납입자본 25%, 3년 분할 납입
(단위: %, 백만 달러)

참여국

보유지분

A 국

1%

B 국

청약자본

납입자본(연간)

催告자본금(75%)

250

21

188

5%

1,250

104

938

C 국

10%

2,500

208

1,875

D 국

15%

3,750

312

2,812

[모델 6] 가정: 총수권자본 250억 달러, 납입자본 10%, 3년 분할 납입
(단위: %, 백만 달러)

참여국

보유지분

청약자본

납입자본(연간)

催告자본금(90%)

A 국

1%

250

8

225

B 국

5%

1,250

42

1,125

C 국

10%

2,500

83

2,250

D 국

15%

3,750

125

3,375

자료: Katz(2002)

라. 기존방안의 비교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안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NEADB의 설립에 관한 대표적인 구상이다. 여기에서는
NEADB의 설립에 있어 주요 이슈인 참가국 구성, 자본금 구조, 출자 부

담, 조직형태 및 위치를 중심으로 이들 세 가지의 개별적 논의를 하나로
묶어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참가국 구성
상기 세 가지 방안 모두는 NEADB에 역내국뿐만 아니라 출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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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적 기능의 제고를 위해 역외국도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역내에서는 한 ․ 중 ․ 일과 몽고, 러시아, 북한의 6개국이,
역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국가 등이 언급되고 있다.
스탠리 캐츠와 일본 동경재단은 남덕우와는 달리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의 ‘인근’ 국가의 참가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동경재단은 제3그룹
으로 역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ADB, 기금도 포함시키고 있다.
2) 자본금 구조
NEADB의 수권자본금 규모에 대해 남덕우와 스탠리 캐츠는 ADB의 선

례를 참고하여 400억 달러 정도로 상정하는 반면, 일본 동경재단은 자체
적으로 감안한 NEADB의 업무내용을 근거로 하여 60억 달러로 하고 있다.
또한 납입자본금의 비율에 있어서는 남덕우와 일본 동경재단은 50%를,
스탠리 캐츠는 25%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덕우는 납입자본금 비
율의 조정을 통해 수권자본금 또는 청약자본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즉 청약자본금에 대한 부담이 과중할 경우, NEADB의 자본동원 능
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약자본금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대신 납입자본금
(참가국의 실제 부담금)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예컨대, 25%)을 제시하였

다. 또한 납입자본금의 실제 납입과 관련해서는 출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 분할(남덕우)과 3~5년 분할(스탠리 캐츠) 등의 분할 납입이 주
장되고 있다.
3) 출자 부담
청약자본금의 규모를 가장 크게 상정한 남덕우의 안(400억 달러, 납입
자본금 비율 50%, 역내외가 각 60%와 40% 부담)을 보면, 각 출자국의 연
간 부담액은 한국과 중국이 6~8억 달러 이하(5년 합계로 30~40억 달러

60 • 동북아개발은행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동북아 개발에 대한 시사점

이하), 일본이 8~12억 달러(동 40~60억 달러 이하)이다. 물론 러시아, 몽
고, 북한의 분담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 ․ 중 ․ 일의 부담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편 미국의 부담은 일본과 같게 하는 것으로 상
정하고 있다. 또한 납입자본금 비율을 25%로 하면, 각국의 부담은 당연
히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스탠리 캐츠의 안(2002)은 국별로 구체적인 부담액에 대한 언급이 없으
며, 일본 동경재단의 안은 분할 납입에 대한 언급이 없다. <표 3-11>에서
는 출자국의 부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탠리 캐츠의 안은
1999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일본 동경재단의 안은 남덕우와 스탠리 캐츠

와 마찬가지로 5년 분할 납입 기준으로 상정해보았다.
4) 조직 형태
남덕우와 일본 동경재단은 NEADB의 조직형태와 관련해 일반적인 개
발은행의 조직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남덕우는 NEADB의 의사결정과 관
련해 거액 차입국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역외 이사의 수를 많이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스탠리 캐츠는 이전 보고서에서 일반적 형태의
개발은행 조직을 상정(총회-이사회-총재-부총재)한 바 있다.
5) 기타
일본 동경재단과 스탠리 캐츠는 NEADB의 소재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
며, 다만 남덕우는 서울, 동경, 북경을 후보지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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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NEADB 설립에 관한 기존방안의 특징 요약
남덕우(1999)
-한․일․중, 몽고, 러시아,
북한, (대만)

(단위: 달러)
일본동경재단(2002)
스탠리 캐츠(2002)
-한․일․중(동북3성), 몽고, -한․일․(중), 몽고, 러시아,
러시아(극동시베리아), 북한 북한

(구체적 언급 없음)

-동남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

-400억
-400억
-200억 또는 100억
․120억 또는 60억
․80억 또는 40억
-200억 또는 300억
-50% 또는 25%
-5년간 분할 납입

-미국, 캐나다, EU
-ADB,기금
-60억
-60억
-30억
․16.8억(56%)
․13.2억(44%; 인근+역외)
-30억
-50%
-부족시 증자로 대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EC, 북유럽
-250~500억(400억 적당)

출자국의 납입자
본금 부담1)2)3)
역내
․한국
․중국
․일본
․기타 국가
인근
역외
미국

(납입자본금 비율 50%,200억)
-60%(120억)
․6~8억 이하
․6~8억 이하
․8~12억 이하
․일정액 분담
(구체적 언급 없음)
-40%(80억)
․최대주주와 동일액

(납입자본금 비율 50%,30억)
-56%
․12%(0.72억)
․16%(0.96억)
․18%(1.08억)
․10%(0.6억)
-14%
-24% + 6%(ADB,기금)
․10%(0.6억)

(납입자본금 비율 50%,100억)
-40%(40억)
․5%(1억)
․10%(2억)
․15%(3억)
․10%(2억)
-20%(20억)
-40%(40억)
(구체적 언급 없음)

청약자본
액면가격

-1주 1만 달러(400만 주)

(구체적 언급 없음)

-1주 10만 달러(40만 주)

-총회(최고의사결정기구)
-이사회(일상업무 의사결정)
․매년 4분기에 이사회 소집
․비차입국 이사 다수 고려
-총재는 최대출자국에서 선임
-부총재 1인은 역외 고려
-동경,북경,서울 중 1곳

-총회(최고의사결정기구)
-이사회(업무 심의․결정․감독)
․역내 4명, 인근 2명, 역외 2명
-부총재 2명
․업무1명, 비업무1명

-1998년 보고서에서는 총회,
이사회(8~10인), 총재,
부총재(3인) 상정
-또한 이사회는 상주형태가
아니라 필요시 회합하는
것으로 상정
(구체적 언급 없음)

역내
(제1그룹)
회
원 인근
(제2그룹)
국
역외
(제3그룹)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
납입자본금
․역내
․역외
催告자본금
최초 납입자본
비율

조직

위치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구체적 언급 없음)

-25% 이상
-75% 이하
-25% 이상
-3~5년간 분할 납입

주: 1) 출자국의 납입자본금 부담(7행)에서 남덕우 안의 각국 부담액은 연간 기준이
다(청약자본금 400억 달러, 납입자본금 비율 50%, 5년 분할납입을 상정함. 또
한, 한․중․일 균등 또는 일본 절반과 한․중 나머지 균등 분담 가정). 납입자본금
비율을 25%로 하면, 각국의 부담액은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
2) 국별 부담액은 임의로 분할 납입기간을 5년으로 하여 계산한 연간 납입 금액.
3) 스탠리 캐츠의 안은 1999년 보고서(청약자본금 200억 달러, 납입자본금 비율
50%, 5년 분할납입을 상정)를 따랐으며, 각국의 부담액은 연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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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국의 입장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NEADB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자부담금의 액수
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컨대 납입자본금의 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3~5년간 분할하여 납입한다면, 설립 자본금 자체에 대한 부
담은 각국에 있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NEADB의 설립과 관련하
여 최대의 관건은 관련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의
설득에 있다. NEADB가 창설될 경우 수혜국의 입장에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고 등은 현재 NEADB의 설립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20)
가. 일본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경제단체, 대학 등을 중심으로 1980년
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고양되었다.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연구소
를 포함한 공립대학 설립, 지방도시 교류촉진, 러시아 ․ 중국 등의 환태평
양 각국의 수송루트 정비, 경제단체의 국제교류추진 등이 추진되었다. 그
러나 중앙정부는 문제의식이 희박하며, 대응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NEADB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의 정치적 고려, ADB와의
중복성 등의 문제로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중국

중국은 APEC 정상회담 주최, WTO 가입 실현, ASEAN+3 참가, 두만강
개발 착수,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개발 참여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수년간 다국간 ․ 양국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북 3성을 중심으로 NEADB 창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
20) 이하는 동경재단 보고서의 제5장 부분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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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천진시에서는 NEADB
가 설립될 경우 그 본부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다. 한국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국간 경제협력이 국가발
전 전략의 중점과제로 성립되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이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NEADB 창설을 일찍부터 제기하였다. 남북분단의 정치적 긴장 완화, 경

제발전에 의한 격차확대 시정 등 한반도의 문제점을 지역협력으로써 해
결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한 ․ 중 ․ 일 3국간 경제협력을 선
행적으로 실시한 후에, 동북아시아 전체 지역협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2
단계 협력 전략론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NEADB 창설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재계, 학계 및 정부 각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활발
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북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립하였고, 이 경제지구

가 포함된 두만강유역개발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동북아시아
국가, 나아가 세계 국가와 경제 ․ 기술적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협력과
상호무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9 ․ 11’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한 후에도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경제 피폐로 인해 결국은 외부 지원을 받
아야만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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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러시아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지정적 조건하에 유럽 ․ 대서양에 역점을 두고, 동
북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에는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대 중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가 등장하면서부터, 아시아태평양의 경
제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과의 양국간 경
제협력관계와 APEC 등 아시아태평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중앙 ․ 지방 정부 및 학계는
NEADB 창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의 관심에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은행의 창설을 기대하고 있다.
바. 몽고

동북아시아의 내륙국이라는 지정적 조건에 의한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일본과 미국 등 서구와의 관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으로 직접 연결되는 루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수출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 태평양으로
가는 출구 개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APEC과 아세안지역안
보포럼(ARF) 등 아시아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기구와 UNDP가 추진하는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NEADB의 설립에 강
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사. 미국

미국은 아시아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강화, 동아시아 다
자간 협력조직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NEADB 구상이 실현된다
면, 북미관계의 진전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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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DB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IBRD와의 중복성을 내세워 NEADB의 설립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한편 미국은 기존 지역개발은행의 설립 당시 미온적인 태도
를 보인 경우가 많았으나, 설립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NEADB의 설립에 있어서 한 ․ 중 ․ 일
이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미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5. 평가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방안은 지난 10여 년 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정치화(精緻化)되고 있다. 남덕우(1999), 스탠리 캐츠(2002)
및 동경재단(2002)의 NEADB 설립안은 참가국 구성에 있어 모두 개방적
지역주의를 시사하고 있다. 즉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에 대해서도 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NEADB 설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본금 구조에 있어서는 남덕우의 안이 돋보인다. 왜냐하
면 NEADB의 수권자본 규모를 크게 하면서, 동시에 각 참가국이 실제 부
담할 납입자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비율을 50% 또는 25%로 유연
하게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덕우는 납입자본금의 비율을 점
차 줄여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가국의 출자부담은 만약 미국이 포함된다면 일본과 비슷한 규모가 되
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1) 또한 3~5년 등의 분할 납입으
로 할 경우 참가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NEADB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남덕우만 서울, 동경, 북경을 후보지로 언급하고 있다.
21) ADB의 설립사례에 비추어보면, NEADB의 설립이 구체화될 경우 역외국의 참
가 여부와 각국의 출자부담 및 주도권 문제는 그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요인
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박태호 ․ 박태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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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NEADB에 대한 논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개념의 정립, 동북아
시아의 다양한 개발수요 실태조사, 역내 개발수익사업 창출 방안 등 좀더
발전적인 연구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NEADB 논의의 보
완을 위해서도 역내 경제력 격차의 해소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22) 이와 함께 금융, FTA 등 여타 분야에서의 역내 경제협력 방안이
가속화될 때 NEADB의 실현가능성도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NEADB의 설립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각각 ADB, World Bank와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NEADB의 설립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 역시 명시적으로 찬성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NEADB가 설립됐을 경우 개발자금의 지원과 관련하
여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동북 3성과 극동러시아 등의 역내 지방정부는
NEADB에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적극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내에서 NEADB의 창설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적극적 참가를 예상할 수 있다.

표 3-12. 관련국의 입장
관련국

찬성

일본

√

중국(동북 3성)

√

한국

√

북한

√

러시아

√

몽고

√

미국

반대

√

자료: 필자 작성.

22) 이에 대한 국내 논의로는 Kim et al.(2004)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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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NEADB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10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
구하고 역내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합의점도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러한 논의는 여전히 정책으로 구체화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
에는 NEADB의 설립을 저해하는 몇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동북아에서는 각국간에 역사 ․ 정치 ․ 경제적 측면에서 시각차가 크고, 상호
협력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 ․ 일간의 아시아 주도
권 경쟁으로 협력이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통합적 차원에
서의 동북아시아 전망에 대한 청사진(Grand Design)이 역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결국 NEADB 설립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여타 국제금융기관과의 중복 논란이 있다. NEADB의
창설에 대해 미국은 세계은행과의, 그리고 일본은 ADB와의 중복을 우려
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양 기관으로부터 동북아시아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NEADB의 창설은 동
북아시아 개발과 관련해 오히려 양 기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
능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반대는 역내에서의 영향력 훼손에 대한 우
려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일
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의 대북
감정이 더욱 악화되는 듯하다. 또한 북핵 문제에서도 6자 회담의 진척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NEADB의 주요 지원대상에는 역내에서
가장 낙후된 북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NEADB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러
한 북한 관련 문제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결국 이들 문제의 해결에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른 시일
내에 NEADB의 설립이 성사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의 개발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
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제4장 결론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개발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금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즉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현황과 이
에 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동북아개발은행(NEADB)에
관한 설립논의를 살펴봄으로써, EU 및 NAFTA 등의 여타 경제권역에 비
해 뒤처져 있는 동북아시아의 개발협력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하
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현황을 살펴보았다. 즉 동북
아시아 각국의 개발계획, GDP 및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거시적 측면에
서의 개발수요와 역내의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개발수요를 살펴보았다. 향후 동북아시아의 개발과 관련하여
거시적 개발수요 차원에서는 연간 160억~1,400억 달러의 자금수요가 있
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국의 재정자금 등의 재원을 제외한 금융수
요인 개발금융 수요는 연간 50억~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아울러 미시적 개발수요 차원에서는 역내 대표적 에너지 및 송유관
개발프로젝트에서만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
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철도, 도로, 전력 등 여타의 개발 프로젝트까지 포
함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
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개발과 관련하여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는 느긋한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 시베리아 ․ 극동 지역의 에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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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
으로 동북아개발은행(NEADB)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교분석해 살펴보
았다.
먼저 NEADB의 설립필요성과 논의경과를 살펴보고, 아울러 벤치마크
차원에서 기존 지역개발금융기관들의 특징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대부
분의 지역개발은행들은 역내 경제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여 역내의 주도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특히 미국은 대부분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설립
시에 세계은행의 역할 축소를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각 기관
의 설립이 구체화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
의 지역개발은행은 증자과정을 거치면서 납입자본금의 비율이 크게 낮아
졌다. 아울러 강조되어야 할 것은 다자간 개발은행이 소액의 납입자본금
으로 대규모의 융자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참여국에 의해 보증
되는 거액의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의 활용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다
자간 개발은행이 일반적인 민간은행 또는 특수개발기금과 대별되는 점이
다. 마지막으로, IBRD와 IDB의 경우 최근에는 융자지원 대상이 인프라
이외에 빈곤퇴치, 사회평등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NEADB의 설립방안은 지난 10여 년 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정치화(精緻化)되고 있다. 남덕우, 스탠리 캐츠 및 동경재단의
NEADB 설립방안은 모두 개방적 지역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NEADB 설립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판단

된다. 또한 참가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입자본금 비율의 감축과 분할
납입이 주장된다. 한편 출자부담에서 만약 미국이 일본과 비슷하게 부담
을 하면, 여타 국의 부담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남덕우는
NEADB의 소재지와 관련해 서울, 동경, 북경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23)
23) 만약 NEADB가 설립되고 그 소재지가 서울로 결정된다면 현재 참여정부가 추
진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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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EADB의 창설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이것이
정책 차원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역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한 경험 부족, 중 ․ 일의 주도권 경쟁, 여타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중복
논란, 동북아 과거사 및 북한 문제24)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
다. 이들 문제는 그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이에 대한 역내에서
의 지속적인 해소 노력과 함께 동북아시아 개발의 시급성에 비추어 여타
의 개발재원 조달방안의 모색이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NEADB의 설립과 관련하여 최대의 관건은 관련국의 동의
를 구하는 것인데, 특히 미국과 일본의 설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EADB가 청설될 경우 수혜국의 입장에 서는 중국, 러시아, 몽고
등은 NEADB의 설립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과 한국의 역할
앞서 살펴보았듯이 NEADB의 창설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실현가능한 다양한 재
원조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기금 조성, 역내 개발관련 은행간 협력, 민관 공동
의 개발공사 설립 등이 제안되고 있다.
먼저 北東アジア・グランドデザイン研究会(2003)는 먼저 경제사회개발
기구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양허성의 기금(Fund), 투자보증 등의 퍼실리
티(Facility), 빈곤퇴치 등을 취급하는 기관(agency)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또한 ERINA(2003)는 기존 ADB의 조직 내에 동북아시아를 대
상으로 하는 특별기금(Special Fund)을 설치하거나 특정의 신규 개발프로
24) 북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세계경제의 일원으
로 편입시키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개발
과 관련하여 북한의 고립은 곧 우리를 대륙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하
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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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책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두 기관의 방안은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형태가 아닌 관계로 자금조달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즉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자본시장에서 공신력을 바탕으
로 한 대규모의 자본조달은 가능하지 않다.
다음으로 한국 산업은행, 중국 개발은행 및 일본 미즈호은행은 2004년
5월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Northeast Asia Development Financing Council)

의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역내 공동사업 발굴 및 금융
지원, 그리고 선진 금융인프라 구축 등의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역내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이 금융협의체를 구성하여
철도, 에너지 개발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나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프
로젝트를 우선 발굴하고 협조융자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개발사업
에 대한 역내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25)
Moon and Lee(2004)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합작법인 형태의 동북아개발

공사(Northeast Asian Investment Corporation)의 설립이 한국의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 및 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강화라는 기본 전략에도 잘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NEADB의 설립 추진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
서 이들 여타 재원조달 구상 가운데 실현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축적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제2장 및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동
북아시아 개발에는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현가능한 재
원조달 방안의 모색과 함께 보다 대규모의 재원조달이 가능한 NEADB의
창설을 앞당기기 위해 역내 각국은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지향하면서 동북아 허브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개발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즉
동북아시아 개발협력 과제는 한국 정부의 정책구상에 있어서 촉매 역할
25) 박동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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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이슈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 개발협력
에 있어서도 한국의 역할은 역내 정치경제적 역학구도하에서 상당히 제
한적이라고 보여진다. 말하자면 한국은 주도자의 역할이 아닌 중재자
(intermediary) 또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의 수립이 이루어
지지 않고는 역내 개발협력 및 재원조달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역
내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Grand Design)의 마련을 위한 동북아경제공동
체 추진과 개발재원 조달의 일환으로서 NEADB의 창설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26)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장
기 비전으로 수립하고 동북아경제협의체, NEADB 등의 초국가적 제도와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등 역내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26) 안충영 ․ 이창재(2003); 김세원(2003) ; 北東アジア․グランドデザイン研究会(2003).

참고문헌

[국문자료]
고일동 외. 2000.『한․중․일 경제협력의 추진방안과 주요부문별 과제』. 한국개발
연구원.
김세원. 2003.「東北亞 經濟統合의 비전과 課題 - 유럽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집. 한국경제학회.
남덕우. 1999. 「왜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가?』. (http://www.dwnam.pe.kr/main

jiam3.html).
박동완. 2004.「동북아 개발을 위한 수출신용기관의 역할』.『수은 해외경제』, 7월호.
박태호․박태균. 2003.「1960년대 아시아 개발은행의 창립과정에 대한 연구」.
『일본국가의 성장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
원 제1회 동아시아 연구 학술대회.
안충영․이창재 엮음. 2003.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 동북아 송유관 연결 타당
성 검토 연구』.정책연구보고서.
이성봉 외. 1999.『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형근. 2003a.「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3월호.
. 2003b.「북미개발은행의 현황과 시사점」.『KIEP 세계경제』, 6월호.
. 2004a.「EU의 공동지역정책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사점」.『KIEP 세계
경제』. 7월호.
. 2004b.「유럽투자은행의 운영현황과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KIEP 세계경제』,8월호.
추원서․곽경탁. 2004.「동북아 개발금융의 수요추정 및 활성화방안」. 산업은행.
한겨레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한국수출입은행. 2003.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판 마샬플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은행. 1998. 『國際金融機構』, 12월.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ok.or.kr/).

74 • 동북아개발은행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동북아 개발에 대한 시사점

[외국문자료]

田英信․黑柳雅明 編. 1999.『入門開發金融-理論と政策』. 日本評論社.
環日本海経
究所(ERINA). 2003.『北東アジア経 白書2003』. 新潟日報事業社.
合 究開 機構. 2004.『韓 の環境とエネルギ〡 - 21世紀北東アジアの持 的
成長に向けて -』. 日本 合 究開 機構(NIRA).
東京財團. 2002.「提言 ‘北東アジア開發銀行(NEADB)'創設のための5つの提言」. No.
R02-001P, 7月.
日本エネルギ〡經濟硏究所. 2004.「動き始めたシベリア原油パイプライン計 」.
財團法人 日本エネルギ〡經濟硏究所. (http://eneken.ieej.or.jp/)
平木俊一. 2003.「第九章 北東アジアの開 資金量と資金ソ〡ス ─ 新しい地域
開 金融機 が必要か」. 『北東アジア開 の展望』. 日本國際問題硏究所.
北東アジア・グランドデザイン 究 編著. 2003.『北東アジア・グランドデザイン ─
展と共生辺のシナリオ』. NIRAチャレンジ・ブックス. 日本経 評論社.
凃照彦. 2002.「北東アジア開發銀行(NEADB)の創設に向けて」.『世界經濟評論 12
月』, Vol. 46, No. 12, p. 13.
山本尙史. 2002.「北東アジア開發銀行設立に向けて-構想から行動計劃へ」.『NIRA
政策硏究』. Vol. 15, No. 11, pp. 64~68.
吉野直行・中東雅樹. 2001.「経
展における社 資本の役割」.『開 金融 究所』,
第6号. 日本 際協力銀行.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IDB). 2003. Informe anual 2002. (http://www.
iadb. org/)
BOARDS OF GOBERNORS of African Development Bank. 2003. REPORT. ADBADF/BG/AR/2002.
EBRD. 2003a. Transition report 2003.
. 2003b. INTERIM FINANCIAL REPORT. (http://www.ebrd.org/)
EIB. 2004a. EIB Group - Activity Report 2003.
. 2004b. EIB Group - Financial Report 2003.
. 2004c. EIB Group - Projects financed in 2003 and statistics.
Fay, Marianne and Tito Yepes. 2003. Investing in Infrastructure: What is Needed from 2000
to 2010?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102. Washington D.C.: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3. Information Statement. (http://www.iadb.org/
fin/Infostatement2003.pdf/)(September 9)

참고문헌 • 75

Kim, Heungchong, Woosik Moon and Deok Ryong Yoon. 2004.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Discussion Paper
No. 04-01.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pri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2004. Financ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Conference Proceedings.
Moon, W. S. and H. K. Lee. 2004. Financial Scheme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hina-Japan-Korea
Financial Cooperation. Beijing, China. (March)
NADB.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Border Environment Cooperation Commission and a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http://www.nadbank.org/)
. 2003. JOINT STATUS REPORT. December 31.
Goskomstat of Russia. 2003. Russia in Figures 2003. Moscow.
S. Stanley Katz. 1999. “The Role of a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In
Northeast Asia's Future Development.” Proceeding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Tianjin, China. December 26-28.
. 2002. “An Option for Northeast Asia: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Proceedings of the KIEP/NEAEF Conference on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onolulu, Hawaii. 8-9
August.
World Bank. 1994. World Development Report: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 2003. The World Bank Annual Report 2003.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CD-ROM.
Yongding Yu. 2004. Financ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및 한국수출입은행 공동주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5월.
ADB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db.org/).
AfDB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fdb.org/).
EBRD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brd.org/).
EIB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ib.org/).
IDB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adb.org/).

76 • 동북아개발은행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동북아 개발에 대한 시사점

NADB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dbank.org/).
World Bank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rldbank.org/).

Executive Summary

Evaluation on the Debate on NEADB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Hyong-Kun Lee
We undertook the study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first is to look into
both the demand side and financing plans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Up to now, the research for the demand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has
been examined separately. However, simultaneous discussion would make
development plans concrete since both of them are related to the demand and
supply of financial resources.
Secondly, our aim is to combine the sporadic arguments on the foundation
of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 into one comparison and
assessm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examples of 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then compares and analyzes representative arguments on the
creation of NEADB after the early 1990s. This study also searches for
reasons why the debate on NEADB has not been transferred to a policy.
Thirdly, we point out many different financing plans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In light of the urgency of intra-regional development, different
schemes other than NEADB for promoting the feasibility of financing needs
to be considered.
Under these purposes, chapter II in this study deals with the status of
development demand for Northeast Asia. Namely, we examine the

development demand in terms of macroeconomic scope based on development
plans, economic growth rate and others in each Northeast Asian country and
the demand in microeconomic scope made up of specific development
projects within the region. It is acknowledged that the financial demand
would be $16~$140 billion yearly in terms of macro-development demand in
relation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In addition, the demand
for development finance except public finance of each country is expected to
be $5~$15 billion yearly. In the microeconomic scope, billions of dollars is
estimated to be in use only for energy and pipeline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region. If other development projects are included, the amount of
development demand will be considerably larger. Therefore, seeking financing
plans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is a pressing question.
Next, chapter III compares and analyzes existing plans on the creation of
the NEADB which is discussed as part of the financing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Specific features of existing multilateral development
institutions are analyzed at the benchmark level for the creation of NEADB.
Mos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banks were established to develop an
economic society by intra-regional initiatives. At first, the US showed a
lukewarm attitude about building regional development financial organizations.
This lack of enthusiasm was caused by the potential reduction of the World
Bank's role. However attitudes and participation level of the US changed
once the establishment was about to be realized. The rate of paid-in capital
of most regional development banks have decreased dramatically after each
bank increased their stock. Also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re making
large loans from small paid-in capital, which came into being with the use of
large callable capital guaranteed by participative nations. This is unlike other
private banks or special funds. Finally, in case of the IBRD and the IDB,

recent financial support is enlarged into poverty reduction or social equality
as well as infrastructures.
Partly as a result of ten years discussions, the establishment plan of
NEADB is taking a detailed form. Duck-Woo Nam (1999), S. Stanley Katz
(2002) and Tokyo Foundation (2002) all choose open regionalism in the
creation of NEADB. It is a good approach to promot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NEADB. In addition, it is insisted that the ratio of paid-in capital
be decreased and the payment be made by installments to reduce burden of
participativ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f the US places similar
capitalization to Japan, the burden of other nation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decrease. Duck-Woo Nam (1999) proposes either Seoul, Tokyo and Beijing as
the location of NEADB.
One reason for not specifying the building of NEADB in spite of the long
discussion is the lack of histor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within the
area. The lack of cooperation can be found in the competition for leadership
between China and Japan, the duplicating role with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development institutions, the past history of Northeast Asia and the
North Korean problems. Solving or dealing with these problems would take
considerable time, thus both cooperative efforts for solutions and seeking
other financing schemes are of vital importance.
The pivotal point on the establishment of NEADB is to obtain support
from related nations, especially the US and Japan. As for the creation of
NEADB, beneficia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Mongolia seem to be
showing great expectations.
The establishmentof NEADB is estimated to require large amounts of time
and cost. Thus, various feasible financing plans should be under serious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Recent active arguments

on these issues include the matter of raising funds, cooperation among
intra-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the establishment of private-public
partnering development institutions. Currently discussions of the creation of
NEADB proceed without full support, therefore, the optimal route for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would be starting from the most viable plan.
Finally, intra-regional developmental cooperation is key to South Korea's
wish to become a driving force in Northeast Asiahub initiative to achieve the
era of peaceful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However due to political,
economical, and geographical reasons in this region, South Korea is expected
to be an intermediary or facilitator rather than a leader. Also, forming a bond
of sympathy on regional developmental cooperation and financing plans is
considered difficult without a long-term vision and grand design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herefore, Korea needs to assume the role of a
facilitator and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supra-national regime such as
Northeast Asian Economic Council, NEADB in order to establish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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