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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대외경제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국
가의 흥망성쇠도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
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고도성장의 신
화를 창조해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
같은 고난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참으로 자랑할 만한 국가적 역량이라고 자부할 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중국, 인도 등 우리의 경쟁대상국들이 빠른 속도로 추
격하고 있고 자본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본 원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대외경제정책 이슈들
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고서의 적지 않은 내용은 이미 본 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
부 또는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아이
디어를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명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
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과제와 전략 중에는 이미 정부가 계획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의 시급성에 비추어 집행이 지
연되거나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정책과제는 차기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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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I
대외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01

중장기 대외경제환경 전망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채 욱 선임연구위원

■ 대외통상환경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대외거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중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예의 주시할 요소는 다음과 같음.
미
 국과 EU는 다자체제의 존속을 위해 DDA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며, 중장기적으로 WTO의 의사결정방식 등 다자체제 운영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체
제개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ㆍD
 DA 협상 결렬과 그에 따른 다자체제의 붕괴가능성에 대해 미국, EU 등 선
진국이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다자협상의 결렬은 무역확대를 통
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개도국의 경우에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님.
ㆍ미국, EU 등 경제대국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다자질서는 세계경제 성장축
의 다극화와 개도국 회원국 수 증대, 통상 이슈의 범위 확대 등으로 그 효율
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
당
 분간 양국간 또는 소규모 FTA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EU, 동아
시아, 미주지역 등 대륙 단위의 다국간 FTA를 중심으로 주변국이 추가 가입하는 형태
의 거대한 FTA가 형성될 전망임.
동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과 중국 간 패권경쟁하에서도 국가간 상호의존도의 증가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I. 대외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11

ㆍ중국의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기러기형 공업화 패턴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ㆍ일본과 중국 간 무역 및 투자거래가 급증하면서 상호 경제의존도가 긴밀해
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생관계는 결국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압력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B
 RICs 중심의 개도권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개도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다극화될 것으로 예상됨.
ㆍGoldmansachs(2003)에 의하면, BRICs 국가들이 현재의 개방 및 성장정책
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그들의 경제규모가 40년 내에 선진경제 6개국
(G6)을 상회하고, 2050년에는 미국, 일본과 함께 ‘새로운 G6’를 구성할 것
으로 전망됨.
미
 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경
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적 압력 강화와 세계금융질서 교란
가능성이 존재함.
ㆍ2005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은 자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수지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평가절상 압력과 함께 공격적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석
 유를 비롯한 에너지의 수급불균형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ㆍ공급 측면에서는 OPEC을 비롯한 산유국의 공급여력 부족, 중동 불안의 지속,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이 고유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ㆍ수요 측면에서는 BRICs 및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요의 급속한 증가,
자동차의 보급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 지연에 따른 높은 석유의존도의 장기
간 지속 등이 고유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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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총요소생산성이 괄
목할 만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국은행(2005)에 따르면, 2001~2004년간 잠재성장률은 4.8% 수준으로 1990년대
한
(1991~2000년: 6.1%)에 비해 1.3%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10년
동안(2005~2014년) 최저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ㆍ외환위기 이후 잠재적 성장률의 하락에는, 노동 및 자본투입량의 기여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미흡하다는 것이 중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ㆍ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미흡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의 역량이나 제도적 하부구조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적자본의 질(質)
장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교육제도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ㆍ교육을 위한 공공지출은 GDP의 4% 수준으로 OECD 평균수준인 5.25%에
크게 못 미치는 데 반해, 민간교육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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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나타내고 있음.
ㆍ2003년 OECD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OECD 국가 중 최
하위로 나타난 바 있음.

■ 투자환경의 악화로, 선진적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
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외
 환위기 직후 정부의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8~2000년 크게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었음.
ㆍ2004년에는 조세감면기간 축소에 따른 연말 투자신고 집중으로 일시 증가
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회귀함.
ㆍ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95년 1%
에서 2004년에는 3.8%로 증가했으나,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임.
ㆍ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FDI 성과지수 역시
2004년 전세계 국가 중 109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
 국의 투자환경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ㆍ외국기업들은 한국 투자환경의 문제점으로 경제정책 간의 일관성 부족, 시
장개방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외국자본에 대한 배타적 인식 등을 지적하고
있음.
ㆍ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지
연되고 있는 것 역시 취약점으로 지적됨.
ㆍ또한 금융 및 기업부문에서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정부개
입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환경을 개 선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신기술 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사양산업의 구조조
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에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음.
한
 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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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ㆍ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IT 산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비교우위구조가 대부분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성
숙산업에 치중해 있는 산업구조 특징을 보이고 있음.
ㆍ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음식, 숙박업, 부동산업 등 비생산적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종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

■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갈등이 심화되
고 그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음.
 민단체(NGO)의 활동이 대폭 확대되면서 정부 또는 국회에 대한 압력행사, 청원, 시
시
위 등을 통해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동양식이 조직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ㆍ최근 한ㆍ칠레 FTA 및 한ㆍ미 FTA 추진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두드러지
게 나타난 바 있음.
ㆍ정책결정과정에서 특정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노력이 커지면서 대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의 도입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워지
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은 2006년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도 나타난 바 있음.
ㆍ한국의 정책투명성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38위, 개방주의적 경향은 55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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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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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경제의 비전과 과제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채 욱 선임연구위원

[1]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 한국경제의 장기적 비전은 선진경제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지속적 성장이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지
 속적 성장은 과거 고도성장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꾸준한 성장궤도를 유지함으로
써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ㆍ현재 세대의 번영을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의미까지 포괄함.
ㆍ또한 성장과 복지ㆍ분배의 적절한 조화를 지향함.

■ 기존 사례 연구를 통해 선진경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투
 명한 정책수립과 집행
ㆍ효과적인 사회합의 도출체계 확립
II.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19

ㆍ국가적 문제의식을 사회구성원이 공유
시
 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경제 운영
ㆍ정부는 중장기 국가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법ㆍ제도적 인프라
제공
ㆍ정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적극적 협력 강조
외
 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추진
ㆍ외국인직접투자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
ㆍ산업구조조정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
효
 과적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추진
ㆍ선택과 집중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
ㆍ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식
기반경제 구축
지
 역 내 또는 글로벌 차원의 비즈니스 허브구축 노력
ㆍ금융ㆍ물류 허브 등 거시적 차원의 허브구축뿐만 아니라, 의료, IT산업 등
특정산업에 특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허브구축
ㆍ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추진

■ 선진경제의 특징적 요소에 기초한 한국경제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성
 장과 분배ㆍ복지간의 조화: 중장기 국가경제 비전의 설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개
 방, 특화 및 성장축의 형성
적
 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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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다변화 및 개도국과의 지속적 협력 확대
체계적 통상거버넌스 구축

[2]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 ‘선진경제 구현’의 필수 전제조건인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한국경제의 3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혁신경제의 추구: 혁신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제로 전환함.
ㆍ혁신경제는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 기술을 개
발하고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제를 의미함.
ㆍ혁신역량은 단지 과학기술의 발전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창출하기에 적합한 기업 환경 수준까지 포괄함.
ㆍ경쟁, 인프라, 네트워크는 혁신경제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장친화적인 분배ㆍ복지경제의 정착: 분배ㆍ복지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
성
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함. 즉 성장과 분배ㆍ복지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함.
ㆍ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분배ㆍ복지정책은 성장동력의 약화와 함께
분배ㆍ복지 예산의 축소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분배ㆍ복지의 악화로 귀결될
수 있음.
ㆍ한편 미흡한 분배ㆍ복지정책 역시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경제왜곡을 심
화시키고, 사회의 잠재적 총생산 역량을 과소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둔
화를 초래할 수 있음.
ㆍ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도 분배ㆍ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함.
효
 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정부의 정책이 적절히 수립ㆍ이행되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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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법규제의 틀 안에서 융성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함.
ㆍ정책의 신뢰성, 책임성, 참여, 예측가능성, 투명성이 효과적 거버넌스를 위
한 핵심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ㆍ효과적인 거버넌스는 최소의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정부
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함.
ㆍ효과적인 거버넌스는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단계, 기술적 환경, 그리고 대
외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진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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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채 욱 선임연구위원

[1] 정책목표

■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 가장 적합한 대외경제정책의 목
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개방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 정책 추진 방향

■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경제가 갖는 공통적 특징을 분석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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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선진경제의 5대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사항들을 정책 추진 방
향으로 제시함.
① 글
 로벌 스탠더드 정착: 세계시장이 통합되어 글로벌소싱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시대’
에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경제ㆍ사회적 규범과 관행을
정착시킴.
② 능
 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자 및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세계시장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시장에 능동적
으로 참여함.
③ 글
 로벌 생산요소의 활용: 국적을 불문한 우수한 인력, 기술, 자본 등 글로벌 생산요소
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계 일류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함.
④ 세
 계 일류산업 육성: 세계 일류의 상품과 기업만이 생존하는 상황에서 세계 일류산업
을 다수 육성함.
⑤ 개
 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을 조성함.
<그림 Ⅱ-1>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한국경제의 목표
지속적 성장
한국경제의 과제
혁신경제로의 이행

성장친화적 분배/복지 경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대외경제정책의 목표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개방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글로벌 스탠
더드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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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글로벌 생산
요소의 활용

세계 일류
산업 육성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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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역자유화의 전략적
활용가치 제고
KIEP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이홍식 팀장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채 욱 선임연구위원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새로운 통상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음.

과거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개도국 지위를 활용하여 국내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반
면 해외시장 확대에는 적극적인, 이른바 ‘개도국형 중상주의’로 요약될 수 있음.

과거
노동ㆍ자본집약적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한 성장 위주의 통상정책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기술ㆍ지식집약적 산업을 바탕으로 한 선진적 산업구조로 이행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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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국내시장의 전략적 개방1) 을 통한 산업구
조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기본목표
로 하여 추진되어야 함.
통상정책은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전략적으로 추
진되어야 함.
또한 해외시장 개척과 확대를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패턴은 여전히 우리 경제성장
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FTA와 WTO 체제하의
다각적 무역자유화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2] 추진 전략

가. 수준 높은 FTA 추진

■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전세계적인 FTA의 급증으로
대변됨.
많은 국가들이 FTA를 통상정책의 중요한 정책도구로 인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수출
시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전세
계적인 FTA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1) 개방이라는 국제경제질서의 큰 흐름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국
내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방을 ‘전략적 개방’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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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적인 개방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선진화 구현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FTA 추진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경
쟁촉진을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함.

수준
높은 FTA는 회원국들이 WTO에서 약속한 것보다 높은 수준, 즉 투자, 서비스 자
유화, 무역원활화, 경쟁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쟁력 및 기술력 격
차 등을 고려한 FTA 대상국별 경제적 효과와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 등에 근
거하여 우리 경제발전의 장기비전에 부합하도록 FTA 로드맵을 설계하고 추진
해야 함.

FTA
정책은 산업구조, 시장확대, 경제성장, 구조조정 비용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교ㆍ안보적 요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우리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
화라는 통상정책의 기본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둘째, 순차적인 FTA가 아니라
여러 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 묶음(Package)과 결합(Combination)의 전
략이 필요함.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21.3%), EU(14.9%), 미국(13.3%), 아세안(9.9%), 일본
(8.2%) 등 거대경제권 및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이를 안정적인 세계시
장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고도화 계기로 활용함.

FTA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와 FTA 체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와 동시에 FTA
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상 국가들의 산업 및 시장구조상 나타날수 있는 문제점을 상쇄시키거나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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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고해 줄 수 있는 여타 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함.

아울러
동시다발적 FTA를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또는 시장 중심으로의 구조 전
환이 필요함.

■ 현재 협상 중에 있는 한ㆍEU FTA도 가능한 한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한ㆍ미
FTA와 거의 동시적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효과의 극대
화 측면에서 바람직함.

한ㆍ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데 이어 한ㆍEU FTA를 통해 세계
제1의 경제권인 EU 시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됨.

한ㆍEU
FTA는 일본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의 분야에서 일본제품
에 대한 수입대체효과를 발생시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EU가
세계 최대의 서비스 교역국가라는 점, EU 역내의 급속한 서비스시장 통합에 따
른 시장 확대 및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 인력이동에 대한 EU의 유연한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한ㆍEU FTA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ㆍ중 FTA의 경우, 부정적 영향에 대한 높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對중국 수출
증대,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증대,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한ㆍ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신선채소, 과일, 어류 등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분야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
산에 특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제조업부문에서는 대중국 수출에서 한국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출증대효과가 크
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산 중저가 소비재 및 소재ㆍ부품을 중심으로 수입
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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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중국 수출의 80%는 관세율이 낮은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이며, 현재 70%
이상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음.
ㆍ이는 결국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므로, 오히려 산업구
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도 있음.

중국의
FTA 전략을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허용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경쟁국에 앞서 중국의 일부 서비스시장을 선점하
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우리 산업정책과의 연관성과 동북아 분업구조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재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중국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서비스시장 개방 등 우리 기업의 對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한ㆍ일 FTA는 일본의 부품 및 소재산업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과 경쟁력 향
상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ㆍ일
FTA를 통하여 일본과 제3국으로부터 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자본축적과
선진기술 이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

한ㆍ일
FTA는 일본 선진기업과의 경쟁을 심화시켜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
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우리나라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시키는 계
기가 될 수 있음.
이러한 효과는 결국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서도 필요함.

특히
한ㆍ일 FTA는 구조조정이 갑자기 실행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
바지 할 것임(shock therapy vs. gradualism).

그러나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는 산업집적효과 등에 의한 동태적인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기술열위국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술이전, 공
동 R&D, 기술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확실한 협상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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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한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의 효율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남미, 중앙아시아 등을 포함한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동
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야 함.

■ 기 체결된 FTA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효과적ㆍ합리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야 함.
가장 취약한 농축산업의 확고한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2차산업 위주 신흥개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극복할 2.5산업(제조업+서비스업) 개발
신기술 개발, 신지식 도입, 신서비스 개념(3.5산업, 서비스업+첨단서비스업) 발굴

FTA
발효 시 기업들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을 조
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FTA 체결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를 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으로 연결하기 위해 무역조정 지원과 사업전환 지원 등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 FTA형 비즈니스 관세행정 및 컨설팅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한 통관절차의 복잡성 및 다양화와 특혜관세 적용으로 인
한 우회수입 위험의 증가로 수출입업체의 통관원활화 요구와 함께 FTA 관련 권리구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특혜교역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대고객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수립
수출업체와 관련이 있는 FTA별 원산지 기준,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ㆍ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FTA별 특혜요건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
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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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TO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보완적 활용

■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FTA와
달리 다자주의에 의한 무역자유화는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고 자원배분 효율
성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수단임.

특히
다자협상은 WTO 회원국 전체의 시장개방을 유도함으로써 FTA로는 달성하기 어
려운 폭넓은 해외시장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통상정
책의 수단임.

■ 한ㆍ미 FTA 협상 타결 및 한ㆍEU FTA 협상 추진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경쟁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다자협상에서는 주로 신흥
개도국의 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비농산물의 경우 신흥 개도국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위해, 선진국의 입장에
서 미국 및 EU 등과 보조를 맞추어 WTO 개도국 회원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비농산물 협상에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에 주력함.

특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ㆍ전자 등의 경우, 개도국의 부문별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비농산물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대폭적인 개도국 우대에 반대 입장을 견지함.

다만,
대선진국 시장개방 확대는 FTA를 통해 얻은 상대적인 기회를 훼손할 우려가 있
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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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부문에서도 통신, 유통, 금융, 항공, 해운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
는 분야에서 신흥시장 개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WTO 다자체제를 통
한 대(對)개도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서비스시장의 개방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필수적인바, 특히 인도, 브라질 등의 시장이 매력적임.
 TO에서 인도, 브라질 등 서비스 신흥시장에 관심이 있는 국가와의 공조체계를 구축
W
하여 신흥시장의 개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미국 및 EU에서 주로 수입되는,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추진하여 FTA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축
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
및 EU에서 주로 수입되는 축산물, 낙농품, 일부 과일 등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굳
이 관세감축을 주저할 이유가 없음.
ㆍ오히려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무역전환효과를 통
해 수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세계적인 후생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양념채소류에 대해서는 단계적 관세감축 전략을 유지하되 중
장기적 관점에서 한ㆍ중 FTA를 고려하여 그 폭을 조정함.

■ 기타 규범분야에서는 FTA 협상을 통해 얻어내기 힘든, 선진국의 반덤핑 및 세
이프가드의 엄격한 운용을 협상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한ㆍ미 FTA 협상에서 보듯이, 선진국의 반덤핑제도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FTA 협상보
다 WTO 다자차원에서의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WTO 규범분야 협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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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1] 추진 배경

■ 지난 30여 년간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수출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진
한 결과, 한국의 중화학 제조업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한
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러나 철강, 조선, 가전 등 많은 제조업은 이미 성숙단계에 이르렀으며, 중국 등 후발
그
경쟁국과의 기술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과거와 같이 제조업에 대한 신규투자
및 이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임.

■ 따라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단계에 있으며, 서비스산
업은 중요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음.
 요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산업구
주
조상의 변화를 겪었듯이, 한국경제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향한 과정에서 서비스
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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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보다도 서비스는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중간재의 역할을
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옴.
 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현저히 높으므로, ‘고용 없는 성장’
또
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적절함.
 편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해외에서 소비하려는 수요를 국내로 흡수
한
할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2] 추진 전략

가.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 실시

■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은 대내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조업에 비해
과다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는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독점적 지대(rent)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지원정책만으
이
로는 시장규모 확대 및 기업규모 합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비스업은 특히 시장 독점적 이해집단의 존재와 경쟁제한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
서
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여야 함.

■ 서비스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진입규제의 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개방계획을 설정하고 시장에 이러한 정보를 분명하게 사전 제공
하는 작업이 필요함.
 를 위하여 정부는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 실시를 통하여 대내외 서비스시장 개방
이
의 범위와 단계적 일정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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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는 대내외 개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국경간 장
벽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진입규제 및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 등 전반
적 규제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러한 종합적 규제의 총람을 작성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부처간 조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범부처간 조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
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계획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이에 적극 대
또
응하도록 유도하고 개방효과를 계획보다 앞당겨 발생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나. 공공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

■ 교육, 의료, 환경, 우편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입규제나 가격규제 등의
전통적 국가규제에 따른 유효경쟁의 부재 현상에서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공
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켜야 함.

■ 교육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 없이 방과 후
에도 양질의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함.
 등교육 분야에서는 전문대학과 대학 졸업 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고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학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와 부합되어 인력양
성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대책이 요구됨.
 학교육시장이 시장원리에 의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
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해야 함.

III.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37

■ 의료분야에서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개선함.
 규모 병의원의 네트워크화를 지원하고, 의료법인 및 일반 영리법인의 병원경영지원
소
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출자허용 등을 통한 MSO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분야 및 우편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민간공동참여(Public Private Participation)를 활성
화함.
서비스 질 개선에 필요한 재정수요 중 상당부분을 민간에서 충당하고, 이와 함께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정부독점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기능 및 공정경쟁 질서 도
입을 도모하여야 함.

다. 전략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 과거 한국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듯이, 서비스산업 역시 수출산업화를 시도함으로
써 경쟁력 제고와 규모의 확대를 도모해야 함.
 방화시대 수출산업화 전략의 기본원칙으로는 규제와 지원이 아닌 개방과 경쟁을 정
개
책 기조로 삼아, 시장에 의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선택되도록 해야 함.

■ 이러한 기본원칙하에서, 필요한 경우 수출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선별하여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함.
 운, IT서비스, 통신, 유통 등 한국이 충분한 공급능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
해
산업의 수출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자원이 배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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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비스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시장 개발 차원에서 마케팅 지원,
대개도국 협력과정에서 간접적 시장개척 지원, 서비스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의 확대를 통한 위험의 감소 등 세부적 정책수단 확보에 주력해
야 함.
 미 진출해 있는 시장 내에서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원활히 이동하도록, 제조업 분야
이
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산업인력 양성정책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 기술자격이
나 훈련기준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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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외국인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이성봉 연구위원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현혜정 부연구위원

[1] 추진 배경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작업의 목표 연도는 2008년이지
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낮은 수준임.
EIU의 사업환경 순위평가(2005)에서 한국은 82개 국가 중 25위로 투자유치 경쟁국에
비해 열위임.
 NCTAD(2006)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잠재지수를 17위로 평가한 데 비하여 성과
U
지수는 114위로 낮게 평가함.
 OTRA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2006)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정책에 대해
K
전반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함.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불만이 많고, 특히 정부규제 및 절
차의 합리성에 대해 낮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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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환경상의 애로요인을 계속 찾아내고, 개선이 이루어진 기존 애로
요인의 경우에도 더욱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외국인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
역을 타국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춘 투자지역으로 건설해야 함.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타국의 경제특구를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임.
 쟁국가의 경제특구와 차별화된, 그리고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
경
고 활용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흡인력을 강화한다는, 보
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음.
 국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만 확대하는 것은 그 효과에
외
한계가 있음.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국내에서 수행하는, 외국과 연결된 모든 경제적
활동이 개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흡인력이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함.
 리 경제가 외국의 자본, 기업, 기술, 인력 등을 유치하는 흡인력 강한 국가가 되기 위
우
해서는 국내 기업간 M&A 활성화와 더불어 외국 자본과 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2] 추진 전략

가.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 OECD 투자환경 점검리스트(The OECD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를
활용한 투자환경의 평가와 개선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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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D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제시된 10가지 정책분야(총 82개 체크문항),
O
즉 투자정책, 투자 촉진 및 원활화, 무역정책, 경쟁정책, 조세정책, 기업지배구조, 책임
있는 기업행위,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공공 거버넌스에 걸쳐 투자환경 매력도를 스스
로 평가하는 작업을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연계
하여 이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의 정책다변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조정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상 강화
 국인투자환경 또는 더 나아가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의 성패 여부는 정책간의 조정
외
작업을 얼마나 원활히 수행했는가에 달려 있음.
 국인투자정책을 총괄적으로 저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직을 강화하여, 투자정책 유
외
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구해야 함.

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의 자유로운 입주를 허용해
야 할 것임.
 쟁국의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우위(세계적인 경쟁력
경
을 갖춘 국내 대기업의 존재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투자유치 경쟁국들이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의 최대 강점임)를 경제자유구역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을 명품 테크노폴리스로 육성
 국기업의 연구개발기능 유치와 고부가가치 서비스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외
명품 테크노폴리스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국
내 역량을 결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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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분야에서 최고기업, 최고대학 그리고 우수인력, 생활환
한
경을 결집하는 명품 테크노폴리스로 경제자유구역을 육성함.

다. M&A 형태의 투자 활성화

■ 전세계 FDI의 최근 증가세는 대부분 국경간 M&A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반면,
한국은 M&A형 투자가 2004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임. 즉 구조조정의 일단락
과 M&A 시장의 활성화가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태임.
전세계 국경간 M&A: 2004년 3,806억 달러, 2006년 8,805억 달러(UNCTAD 2007)
우리나라 M&A형 외국인투자: 2004년 61.6억 달러, 2006년 43.3억 달러

■ 국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흡
인력 확대가 필요함.

■ M&A 관련 거래비용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M&A의
추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관련 거래비용이 크다는 점임. 대표적으로 M&A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법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부담임.
 일이 2002년부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기
독
시작한 이후, 유럽연합의 대부분 회원국들이 비과세제도를 도입하여 M&A 과정의 거래
관련 조세부담을 최소화함.
 인세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M&A 활성화를 위한 거래비용 최소화 정책 추진이
법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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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대적 M&A에 대한 적절한 방어장치 마련

■ 적대적 M&A는 시장경제체제에서 합법적인 거래행태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
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될 수 있는 역기능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국경간 M&A가 증가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대
적 M&A 위협 또한 늘어나고 있음.
2005년 이후 KT&G에 대한 미국계 헤지펀드인 칼 아이칸의 적대적 M&A 시도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법적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었음. 2006년 12월 아이칸 측의 KT&G 보유
주식 매각으로 아이칸은 1,500억 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M&A 발생시
매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사전 규제형) 방어수단을 강화하는 방법
(사후 규제형)을 선택적으로, 혹은 혼합하여 따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전적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의무공개매수제도2)는 1998년 2월에 폐지되었으며,
사
복수의결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사후적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의 추가부여제도
가 없음.

2) 일정 수준 이상의 의결권 지분 취득 시 모든 잔여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강제함으로써 소액주주를 보호
하고 적대적 M&A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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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외국의 M&A 관련제도 현황
구 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주식대량보유신고

○

○

○

○

○

의무공개매수

○

x

○

x

x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 사전규제

○

○

○

○

△

국익

국가안보

공공질서

국가안보

통신, 전기

의결권 추가부여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

○

○

○

x

독약조항(Poison Pill)

x

○

○

○

x

황금주

○

x

○

○

x

- 규제대상 범위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 적대적 M&A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방
송, 통신, 전기, 가스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간산업 분야에서는 적대적 M&A
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정한 경쟁을 통해 M&A를 촉진하면서도 적대적 M&A의 역기능에 따른 폐해
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요국에서 시행 중인 의결권 추가부여제도, 혹은 적대적 M&A 발생 시 매수자에게 상
주
당한 자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독약증권(Poison Pill) 도입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III.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45

04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이성봉 연구위원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되,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자본도피 및 해외자산부
실에 대한 국내경제 부정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부 규제가 혼재하
는 형태로 운영됨.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자본시장의
국제화, IT 기술 및 통신의 발전, 외환보유고의 확대, 해외직접투자 기회의 증
가 등 해외투자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국
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M&A 관련 이슈는 해외자본투자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5. 해외자본투자의 활성화」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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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는 자본 및 기업의 이탈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공동화, 실업, 수
출 감소 및 해당 산업의 기반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
로는 국민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큼.

해외직접투자는
소득수지의 개선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자본유입효과, 해외 첨단기
술 습득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가 있음.
 외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학습과 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이 가능하며 결
해
과적으로 수출증대가 가능함.
 외직접투자를 통해서 국내산업구조 조정이 가능하고, 국제분업체계의 활용 등 글로
해
벌 시너지 효과 등을 토대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
 융, 통신, 유통 등 서비스분야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을 비롯한 급성장하는 신흥시장
금
에서 시장선점효과가 높아 해당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함.
 외직접투자를 통한 에너지·자원의 자주적 확보가 가능함. 중국은 최근 해외 에너지
해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화됨. 자원민족주의 확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자원개발형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함.

[2] 추진 전략

가.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소득수지 흑자 실현

■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소득수지 확대로 국가의 가처분소득 증
대가 필요하며, 무역수지의 흑자기조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지의 흑
자기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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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해외현지법인의 정착실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
는 현지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히 중소기업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진출 초기에 현지정착지원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특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현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진출단계별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고려

나. 국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
한 제조 기능의 해외이전 등 국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함.
 체적으로 민관학 협동연구를 통해 한국과 타깃 지역 또는 국가의 산업구조 및 경제
구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한 지역별ㆍ국별 해외진출전략 수립
 히 아시아지역의 경우 국별ㆍ산업별 해외진출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업계 및 주요 해
특
외진출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한국과 타깃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국제 생산 네트워
크 구축 활성화

다. 서비스분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한 시장 선점 및 서비스
산업 발전

■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해외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서비
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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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ㆍ유통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지원
 료분야 해외진출 지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경쟁력 있는 의
의
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을 선점해야 함.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료법인의 해외투자 자금조달 자유화)
필요

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

■ 해외투자는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치열해지는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활성화 추진: 2006년 11월 출시된 유전개발펀드의 후
구
속펀드 개발 및 유연탄, 구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개발펀드 출시 추진
 외자원개발 전문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우선배정을
해
통해 해외자원개발분야 기업의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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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투자의 활성화
KIEP 국제거시금융실 양두용 실장

[1] 추진 배경

■ 최근 국내 잉여자본 축적의 증가는 향후 자본운용의 장(場)이 국내에서 벗어나
국외로 확대되어야 하는 구조 변화를 촉진하고 있음.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ㆍ국내 채권 수익률은 2000년 평균 6.65%에서 2007년 5.04%로 감소하였으며,
예금 금리도 감소 추세에 있음.

<표 III-2> 국내 채권 및 예금 누적 평균수익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3년물 국채수익률

6.65

6.19

5.75

5.45

5.11

5.07

5.04

1년물 예금금리

6.59

5.73

5.36

5.02

4.71

4.61

4.61

주: 누적 평균수익률은 2007년 7월까지의 누적 평균이며, 2000년 8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의 누적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며 **는 2000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의 누적 평균수익률을 계산한 것임.

50 5. 해외자본투자의 활성화

■ 반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축적된 잉여자본의 수익이 일정 수준을 유지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봉착하게 될 것임.
 편 국내 잉여자본은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투자가 부재와 금융자산 수익률 감소
한
등으로 안전자산 위주의 운영구조를 노정하고 있음.

 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한 국내 구조조정 시장의 자본 제공자는 대부분 외국투자가
외
이고 이에 따라 최근 외국 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국내 위험자산은 외국 자본이 매입하고, 국내 자본은 해외 안전자산을 매입하는 구
즉
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금융구조는 향후 국내 위험자산 시장 및 자산운영업의 발전에 저해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적으로 위험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2006년 말 273
상
조 원을 넘고 있어 전체 상장 주식의 35%에 달함. 반면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
는 4조 6,000억 원으로 전체 상장 채권의 0.59%에 그침.
<그림 III-1> 국내 금융시장 환경

국내 자본수익률
감소
고령화사회

안전자산 위주의

진입

자산운용
국내 투자은행 육성의
필요성 확대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및
금융선진화
해외 위험자산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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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구조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국내 위험자산 시장의 활성화 및 국내 자본의 위험자산
투자의 선진화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금융자산의 위험자산 투
자를 국내 시장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러나 무분별한 해외 금융투자는 자칫 해외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이에
그
따라 다양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
 라서 해외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략하에
따
서 투자의 위험을 축소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이 필요함.

[2] 추진 전략

가. 국제적인 투자은행 육성

■ 최근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과 PEF(Private Equity Fund)의 허용 등은 이러
한 구조적 문제의 간접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음.
한국투자공사 및 공공기금은 구조적으로 위험자산 투자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EF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라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고려할 상황은 아님(제도적으로는
P
가능).
 산운용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자산의 국제적 분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
자
도하여 국내 자산운용기관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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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 국내 저축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험 및 노하우 축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해외 금융기관에 치중될 수밖에 없음.
 러나 이는 대부분의 수익이 포트폴리오 직접투자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
그
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및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국제적 신용도 측면에서나 투자가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이
공적 금융기관(산업은행, KAMCO 등)이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공동 투자하는 해외 포
트폴리오 투자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다. M&A를 통한 해외기업 인수 활성화

■ PEF의 활성화를 통해 해외기업의 M&A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투자의 분산 이
익과 수익 극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경험을 토대로, PEF 업무는 한국이 상대적인 강점
외
을 지닌 분야임.
 내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 기관들은 구조조정의 자문업무와 직접 자금투자 업무 등
국
에 경험을 축적하였음.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아시아 PEF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
할 필요가 있음. 아시아 PEF의 규모는 총 100억 달러로 중국(17억 달러)과 인도(22억
달러)가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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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M&A에 대한 금융지원을 모색해야 함.
PEF를 포함한 지분출자, 해외투자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이 필요함.

■ 해외 M&A 등 기업의 해외진출 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제도 확대 등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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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동북아/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안형도 소장

동북아 경제통합
[1] 추진 배경

■ 지난 15여 년간 동서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 중국경제의 급부
상 등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동북아지역에서도 군사적 긴
장이 완화되는 한편 경제교류가 급격히 확대됨.

동북아지역(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7%에서 2005년 23.9%, 2020
년 30%로 증가할 전망임. 또한 세계 총생산 대비 생산량은 2004년 17.1%에서 2010
년에는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Global Insight 2005).
ㆍ이상과 같은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통한 시장주도의
통합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국가 간에는 상호간 경제통합 및 협력
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아직 동북아지역은 전세계적으로 살
펴볼 때 제도적 통합의 변방지대로 남아 있음.
 북아지역에 제도적 통합노력이 부진한 것은 공동 비전의 부재, 중ㆍ일 간의 패권경쟁,
동
과거사 문제, 역내 정치적 리더십 부족 등의 요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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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대립과 불신의 역사를
극복하고, 동북아를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것임.
경제통합을 통해 동북아 역내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거래비용 절감,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각국의 경제발전에서 시너지 효과
를 극대화하고자 함.
 북아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경제통합에 유
동
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율변동, 에너지, 환경, 낙후지역개발 등 역내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으로
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2] 추진 전략

가. 동북아경제 비전그룹 출범

■ 동북아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역내에 확산시키고 동북아경제통합
의 공동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경제 비전그룹 출범
 북아경제 비전그룹은 기존의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각국의 정치가, 전직
동
고위 관료, 언론인, 학자 등 저명인사로 구성. 초기에는 한ㆍ중ㆍ일 3국의 저명인사로
비전그룹을 구성하여 출범하고 점진적으로 저변 확대 추진
 북아경제 비전그룹은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토의하
동
고 준비하여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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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내국간 FTA 추진

■ 경제통합의 첫 단계로 동북아 국가간 FTA를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역내 시장
주도 경제통합의 제도화 추진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FTA 산관학 연구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ㆍ중
FTA를 전향적으로 추진
 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ㆍ일 FTA 협상의 재개 방안을 강구하여 동북아지역 FTA 추진
교
의 주도권 확보
2007년 완료될 예정인 한ㆍ중ㆍ일 FTA 산학공동연구를 ‘산관학’ 공동연구로 승격하여
추진함으로써 한ㆍ중ㆍ일 FTA의 모멘텀 확대
 원, 농업 등의 분야에서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몽골과의 FTA 논의 고려(몽골은
자
2003년 11월 한ㆍ몽골 정상회담 때부터 한국과 FTA 체결 제의)
 북아지역에서 한국이 FTA의 허브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FTA 정책 구사
동
필요

다. 부문별 협력사업 및 고위급 협의체의 활성화

■ 에너지, 환경, 철도,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동북아 국가간 협력사업 개발
을 추진하고,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 협의체(2005. 11), 남북러 3국간 철도
운영자회의(2006. 3),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1993) 등 기존 정부 당국자
간의 회의를 참가국 확대, 고위급(장관) 회의로의 격상 등을 통해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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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통합
[1] 추진 배경

■ 지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는 유럽, 미주, 동아시아 등 3대 경제
권으로 3분 되어가는 추세임.
 005년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비중은 52%에 달하여 유럽연합(58.2%)의 수준에 육박하
2
고 있으며 NAFTA(43%)를 추월함. 무역협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동아시아 경제는 활발
한 교역을 통하여 경제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음.

■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기능적 경제통합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1997년 이
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ASEAN+ 한ㆍ중ㆍ일 회의를 통하여 논의되고 있음.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1998년 ASEAN+한ㆍ중ㆍ일 회의에서 제
기하여 동아시아 FTA 논의가 시작되는 데 기여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ㆍ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구성을 제의하였고 2001년에는 동아
시아 공동체 형성을 지역협력의 목표로 설정한 비전그룹 보고서를 채택함.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에도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는 ASEAN+3, ASEAN+6, 더나아가 APEC 위주의
경제통합 등 다양한 안(案)이 제기된 상태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방향이 합
의되지 않은 상태임.
 라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방식, 구성국가, 발전방향에 대한 명확한 아이
따
디어를 제시하고 그 프로세스를 주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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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가. 동아시아 협력비전과 역내 협력과제 재점검

■ 2000년대 초 합의된 동아시아 비전과 26개 협력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동아
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심화ㆍ확산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 마련
협력과제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제2단계 협력과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동아시아
역내 협력에 기폭제 제공

나. 선(先) ASEAN+3, 후(後) ASEAN+6 방식의 동아시아 FTA 추진

■ 우선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ASEAN+3 위주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고
회원국 확대는 추가로 고려함.
 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ASEAN+6로 구성된 동아시아 FTA 추진은 구성국간 이질성
일
심화, 경제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동아시아지역 FTA 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순차적인 FTA 추진 제의

다. 양자간 개발협력사업 강화

■ 시장경제의 기반이 부족하고 개방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동아시아 역내
개도국들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사업에 적극 나서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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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국가 간에는 경제적 발전격차가 매우 크며 경제통합을 추진할 여건을 갖추지
동
못한 국가들도 존재함. 따라서 동아시아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협력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야 함.
예를 들어 개방정책의 사례, 경제체제 선진화 및 개혁에 대한 Best practices 제공사업
실시

라. 문화협력 및 교류사업 개발

■ 동아시아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한 문
화협력 및 교류사업을 개발함.
경제통합은 단순한 제도적인 통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치와 문화의 공유가 있어야
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가능하며 통합 의미가 극대화됨. 따라서 공동의 가치와 문화
코드의 개발에 우리나라가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임. 학자 및 학생교류 프로그램, 동아시
아 역사 공동연구, 동아시아 영화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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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APEC의 활용도 제고
KIEP 무역투자정책실 APEC팀 김상겸 팀장

[1] 추진 배경

■ 아ㆍ태지역의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PEC은 2006년 현재 전세계 GDP의
56%, 교역량의 47% 이상을 점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기구로서, 1989년
출범 이후 한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제도의 선진화 및 새로운 시장 확
대에 기여해 왔음.
한국은 1989년 APEC 창설 이후 18년간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자유
화 촉진과 함께 주요 무역대상국의 무역장벽 개선에 기여
·우리나라 총교역의 68.2%, 對한국 투자건수의 71.1% 및 투자액의 61.4%를
APEC 회원국에 의존(2006년 9월 기준)
·APEC 회원국 평균 관세율(average applied tariff)은 1989년 16.8%에서
2005년 현재 6.8%로 하락
·APEC을 우리 제도 선진화는 물론 개도국 회원국들의 무역환경 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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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의장국인 한국은 APEC 차원의 WTO 관세인하 방식(Swiss Formula)
합의를 주도하고 APEC 협력의 구심점인 보고르 목표의 실천전략을 담은 부
산로드맵 채택을 주도하는 등 대외지향적 통상외교 역량을 선보임.
APEC 경제협력의 지평을 전통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분야에서 구조조정, 규제완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포함하는 국경내 조치(behind the border measures)로 확대함
으로써 APEC 협력의 모멘텀 제공과 정체성 강화에 기여

■ 1993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를 포함하는 21개 회원국 정상(頂上)이 참여하여 APEC 고유의 의제인 경제협
력 분야는 물론 비경제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9ㆍ11 이후 대테러, 인간안보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보건, 위생 등 비경제적 분야에 대
한 논의 확대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 및 대북 경협 지원 논의 가능성 확보

[2] 추진 전략

가. 선진통상국가 실천의 장(場)으로 활용

■ APEC을 선진통상국가의 기본이 되는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와 개방친화적 사
회 인프라 구축의 장(場)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고르 목표(한국: 2020년 이행 예
정)의 조기추진 검토
 006년 현재 우리나라 공산품의 무역액 가중평균관세율은 약 7%인데, 주요 교역 대상
2
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2020년 이전에 실행 관세율이 OECD 수준인 5%대로 접근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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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물의 경우 현재 평균 양허관세 63%(평균 실행관세율 53%)에 달하며, 우리의 관심
농
품목인 쌀은 2015년까지 관세화유예에 합의하고, 농산물의 경우 동 부문의 구조적 특
성을 감안하여 자유화 목표를 WTO에서의 다자간 협상결과에 따르도록 조치
 비스의 경우에도 인력이동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개방수준 유지 및
서
추진
 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시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결과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
1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의 제도를 APEC의 최적관행으로 인용
 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가 선진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세
과 함께 보고르 목표를 조기 이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에 대
한 추가 부담은 미미하지만 제도개선 홍보를 통한 우리의 국제경쟁력 제고 효과는 적
지 않을 것으로 기대

■ 무역의존도가 높고, 동시다발적 FTA로 시장개방화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APEC 정상 차원에서 가시화된 APEC 자유무역협정(FTAAP)
논의와 연계하여 APEC을 우리나라 FTA 정책 실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
략 강구
 재 구상 중인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태평양을 중
현
심으로 양대 경제권의 주요 국가 대부분과 FTA를 촉매로 하는 전략적인 연계망을 형성
함으로써 사실상 FTAAP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RTA 참
여를 촉진시켜 FTAAP 창설에 기여

 미 체결된 미국과의 FTA에 더하여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또는 협상 재개)이 가시
이
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주와 동아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잇는 FTAAP 추
진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임.

 시다발적인 RTAs/FTAs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APEC의 FTAAP 논의에 있어
동
서는 경제통합의 규모 확대보다는 경제통합의 수준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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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발전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빈곤을 퇴치하고
가난을 극복한 경험과 교훈을 APEC의 개발도상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이들
의 빈곤퇴치 및 지속성장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지금까지 전개된 우리나라의 대APEC 협력사업은 단기적인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에
치중
중장기 차원의 전략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가 증액
(2004년 국민총소득 0.06% → 2009년 0.1%)될 예정인 점을 활용하여 ODA
일정부분을 APEC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에 할당하는 방안 검토
·2004년 기준 ODA 자금의 1% 수준인 400만 달러 정도의 재원을 매년 APEC
능력배양 사업에 정기적으로 할당하여 이를 통해 APEC 차원의 Ecotech
Fund를 조성 검토
·이를 통해 수혜자에서 수여자로의 국가적 지위 격상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국가 브랜드가치를 크게 제고하고, APEC 개도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시장
확대라는 경로를 통해 아·태 공동체 추진을 선도하는 계기를 확보하는 효
과도 기대

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의 개방 유도

■ 최근 APEC의 비경제분야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대APEC 전략 강구가 요망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들과 전략적 연계 확대를 통한 한반
도 주변의 안정에 기여
APEC 차원의 대북한 경제협력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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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문제가 APEC 역내 평화 정착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북
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이 모두 APEC 회원국이므로, APEC 회담을 6자
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음.
 한 핵문제 타결이 구체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
APEC 차원의 대북경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개방화 및 국제사회 참여 유도
및 지원을 위한 APEC 회원국의 협조 확보
2008년 APEC 정상회담에서 다자가 관심을 가지는 역내 이슈로 북한 문제 부각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주요 합의를 현실화시키는 데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 참여국 중심으로
APEC 차원의 북한지원 대책 협의 및 북한의 APEC 활동 참여를 제안하는
방안 고려

■ 비록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 부담을 요구하는 APEC의
정식회원국 가입 요건을 충족치 못하더라도, APEC 규정상 초빙회원(Guest)의
자격으로 실무그룹(Working Group) 또는 세미나 등 실무그룹 관련 활동 참가
가 가능함.
 무그룹회의 참가는 실무그룹과 고위관리회의(SOM)의 컨센서스로 결정하며 세미나
실
등 비정책적 일회성 활동에 대한 참가는 실무그룹만의 컨센서스로 결정 가능
·APEC 실무그룹의 역할과 활동목표를 감안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실무그룹은 인력개발(HRD), 관광, 산업과학기술,
에너지, 수산, 무역진흥 등인 것으로 판단
·기타 APEC 주최 전문가 세미나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 홍보와 경제기술협력 추진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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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
강화
KIEP 국제거시금융실 양두용 실장

[1] 추진 배경

■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위기재발방지 메커니즘 필요성 대두
 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 및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확산 추세로
1
ASEAN+3 국가들은 역내 상호협력의 필요성 절감
이에 1999년 4월 마닐라 ADB 총회기간 중 ASEAN+3 재무장관회의 최초 개최
 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번영
1
과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포괄적 협력방안이 반영된 ‘동아시아 협
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제 분야에서 역내 금융시장 안정 및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동아시아의 역내 자
경
구 및 지원 메커니즘(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 강화 등 역내 통화ㆍ금융협
력 강화 권고

66 8.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 강화

ASEAN+3 장관회의

차관회의(ERPD)

자금지원(C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ABMI)

연1회(ADB 총회 시 개최)

연4회(비공식 2회/공식 2회)

연구그룹(RG)

CMI 자금 지원

■ 1998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위기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ASEAN+3 재무장관회의 신설에 합의한 후,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위기재발방지 차원의 역내 상호자금 지원
체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함[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CMI하의 단기 외화유동성 지원은 통화스왑 방식 채택
 004년 5월 제주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기존 CMI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2
위한 노력을 개시하기로 결정
ㆍ기존CMI 체제의 한계: 위기당사국이 스왑계약 체결국들과 개별적으로 협
의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쌍무적 지원체제로 장기간이 소요되며 지원효
과도 분산

■ 2006년 5월 인도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자금지원체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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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체제에 역내감시(surveillance) 기능을 제도적으로 결합한 선진형태의
지역금융협력체에 대한 논의 시작
 국의 주도하에 마련한 운영규약과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현행 16개의
한
양자간 스왑체계를 단일의 다자협약으로 만들기 위한 실무협의 추진
* 1단계: 출자방식, 협약문의 법적 체계 등 기본사항
2단계: 의사결정체제, 국가별 출자액 규모 등 연구
3단계: 사무국 설치안 등 세부이행계획 논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 1997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증
대하였으나, 보유액의 상당부분을 아시아지역 이외 미국 등의 국채매입 형식
으로 운영하고 있음.
 국 등으로 투자된 자금이 다시 아시아에 증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으로 환류됨으
미
로써 취약성이 있음을 인식함. 이에 2003년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재발방지와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업투자자금을 아시아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
기 위한 방안 검토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지역 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공동으로 시작하여 ASEAN+3
그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

■ 2003년 한국이 ‘증권화 및 신용보증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을 제안
한 이후 6개 분야에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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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주요내용 및 논의동향

증권화를 통한 아시아 채권발행

역내통화 바스켓 채권발행에 관한 연구

역내 신용보증ㆍ투자제도

역내 신용보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결제제도

역내 결제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신용평가

아시아 각국의 신용평가기관간 협력 강화

기술지원

각국 채권시장 발전 장애요인 파악 및 제도개선 지원

운영위원회

아시아채권 표준규범 연구

[2]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은 최근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동아시아 통화협력은 비개입(non-interference)
1
원칙이 준수되는 수준에서 수동적인 위기 방지 및 해결 조치를 통해 발전되어 왔음.
 러나 최근 CMI 다자화 및 ABMI 논의에 있어 각 회원국의 개방조치와 통화정책 협
그
력 등 비개입 원칙에서 벗어나는 논의가 진척되고 있음.

■ 이는 향후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이 단순히 국제금융체제의 보완적인 형태
가 아닌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함.
 사실상의 아시아통화기금 탄생과 기존 국제금융체제에서 보다 독립적으로 위기 방
즉
지 및 해결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국의 합의 및 향후 발전 방향은 미래 한
국의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 전반에 걸친 위치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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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아시아의 긴급 자금지원체제
한
구축을 통한 아시아 자본시장의 발전 및 아시아 경제안정 기여에 초점을 두고 있음.
 편 아시아 내 금융협력 발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금융허브로서의 입장을 공고
한
히 구축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전략적 사항임.

[3] 추진 전략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기구의 유치

■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의 산물로 기구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구 및 협력추진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CMI의 다자화와 관련해서 surveillance 기구와 ABMI 논의에서 대두되는 아시아 신용
보증기구 등을 전략적으로 한국에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s urveillance 기구는 향후 아시아통화기금의 유치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한편 신용보증기구의 국내 유치는 금융허브 전
략과 그 맥을 같이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음.

나. 동아시아 통화협력기구의 지배구조 공고화

■ CMI 다자간 협력 가능성에서 지배구조(governance) 논의 시 한국의 입장을 공
고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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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MI 다자화에서 동아시아 통화협력 논의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과 이를 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 이에 있어 한국은 중국과 일본 및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voting power를 확보해야 할 것임.

다.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통한 leverage 확보

■ 향후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intellectual capacity
의 경쟁이 될 것임.
 국은 CMI와 ABMI 초기 논의 및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intellectual input을 제공하
한
였고, 이들 제안이 구체화되면서 leverage를 확보하였음. 국력이나 경제력에서 중국과
일본에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 틈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intellectual capacity 때문임.

따라서
향후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intellectual
consensus를 담보하여야 함과 동시에 아시아 금융협력에서 한국의 입장을 공고히 하
는 방안 중 하나로 지속적인 intellectual input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방향 결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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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KIEP 국제거시금융실 양두용 실장

[1] 추진 배경

■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임.
 리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우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

 욱이 최근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기존 산업구조하에서의 지속적
더
인 경제성장 달성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
각된 것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임. 특히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의 육성은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러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경쟁력 제
이
고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2003년 12월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업 강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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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집중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북아 금융허브 구상’을 발표함.
 북아 금융허브 구상은 ① 선도산업으로의 자산운용업 육성, ② 금융시장의 선진화
동
③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④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⑥ 금융 규제ㆍ감독 시스템 혁신, ⑦ 금융 관련 경영ㆍ생활 여건 개선이라는 7대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추진 전략이 안정적인 장기 경제성장에 필수임
을 인식한 점에서 그 추진 및 방향 설정이 매우 의미 있음.
 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한ㆍ미 FTA 체결 및 지속적인 자본 자유화 조치 등은 국
특
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이미 선진국은 과거 상업은행 위주의 금융 패턴에서 투자은행 중심으로 금융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금융 선진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
 와 같은 선진국의 투자은행 중심 변화는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원인임. 즉, 미국과
이
같은 선진국은 위험 자산의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반면, 신흥시장국(아시아 등)은
안전 자산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만큼 선진국의 이
익이 증대

■ 지난 몇 년 간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과 관련하여 추진된 굵직굵직한 제도적
개선으로 사모주식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업법 개정, 한국투자
공사법 제정, 금융 규제ㆍ감독 체제의 합리적 개편 추진,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심지표채권의 장기화 추진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 시장 선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국제화는 아직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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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가.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보

■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의 바람직한 설정 및 실행을 위해서는
①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Risk Based Supervision), ② 간접적 감독체계, ③ 기
업 친화적 감독체제의 측면에서 금융규제 및 감독의 정책적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음.
①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Risk Based Supervision)의 경우 자본충족요건 검토 시 위험감안
여부가 핵심 사항으로서 상시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위기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② 간접적 감독체계 구축은 금융 감독의 책임을 금융기관의 안전성 및 재무적 건전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해당사자, 금융기관의 리스크평가에 관한 여러 전문가 그룹 및 관
련기관과 분산하여 공유할 수 있음.

③ 기업 친화적 감독체제 구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 경영효율성 및 혁신을 저해
하지 않는 감독정책으로 금융 산업 규제정책 수립 시 컨설팅방식을 통해 금융 산업 종
사자 및 일반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유도ㆍ반영함으로써 시장 현실과 산업의 실제 관행
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함.

나. 국제금융특구 설립 추진

■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금융특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는 아시아 주요 금융 센터, 즉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금융 cluster를 육성하
이
여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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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정부는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제도적 또는 법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
현
는 기본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런던의 City, Hong Kong의
Central, 그리고 싱가포르 Central Area 등과 같이 국내외 금융기관이 모여 있음으로
써 network effect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금융 cluster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국제금융특구를 설립함에 있어 정부는 기존 금융허브 촉진법과 관련
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음.
 융특구의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각종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그리고 개발
금
지원 등으로 나뉠 수 있음.
 프라 구축은 국제적인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교통 및 정보 통신 인프라의 우
인
선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제 지원은 금융특구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감면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자
세
본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OECD 유해조세조약에 의거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의 감면을 고려할 수 있음.
 리고 개발 지원은 금융 특구의 설립을 위해 각종 건축 개발 제한을 일정 부분 해제해
그
줌으로써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이익이 금융기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원화 국제화 추진

■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원화 국제화를 단계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화 국제화는 원화가 국제적인 교환성을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표시수단, 결제수
원
단 및 준비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III.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75

■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전략
① 원화의 수출입 자유화
ㆍ원화의 휴대 반출입 및 해외환전용 원화 수출은 기 자유화
ㆍ현재 100만 달러(2006년 5월 1만 달러 → 100만 달러로 상향) 초과 원화 수
출입은 한국은행의 허가 필요 ⇒ 수출입 허가제 폐지 및 향후 신고한도 상
향조정
② 비거주자의 원화보유 확대
ㆍ2006년 5월 한국은행 신고금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향후 외환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 상향조정 검토
③ 자본거래의 원화결제 확대
ㆍNDF 거래, 해외원화 환전 등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원화 자본거래는 재
경부ㆍ한국은행 신고사항
ㆍ자본거래 시 원화 결제(원화 delivery)는 대규모 원화매매에 따른 외환시장
에의 영향을 감안, 단계적으로 규제완화 필요
④ 채권시장 동시 발전 추진
ㆍ원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다른 자본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발전이 필요
ㆍ채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국제 채권시장에서의 자국통화표시 채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와 발행자의 진입을 용
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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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식ㆍ기술혁신 역량의
국제화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정성춘 팀장

[1] 추진 배경

■ 한 국가가 축적한 지식과 기술역량이 그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음.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량을 늘여서 경제성장을 추구해오던 전통적인 성장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패턴은 이제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6년 32위에서 2007년에
는 29위로 3단계 상승하였음. 국가경쟁력 상승에는 과학경쟁력(2006년 10위 → 2007
년 7위)과 기술경쟁력(6위, 순위변동 없음)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ㆍIMD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이 전
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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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IMD 과학기술 평가결과
평가항목

2006년

2007년

자격 있는 엔지니어 획득가능성

4.73

6.83

기술개발 및 활용에 대한 법제도 지원

5.45

7.37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5.21

7.01

과학적 연구에 대한 법적 지원

5.01

6.47

기업간 기술협력

5.74

7.36

자료: IMD.

■ 위와 같은 과학기술 역량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식ㆍ기술 역량
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한ㆍ일 간 지식ㆍ기술 역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명확히 드러남.

GDP
대비 연구개발비: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이 2.91%, 일본이 3.35%로 일본의 연구
개발비 지출이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음.
ㆍ다만 한국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2.55%에서 2002년 2.91%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같
은 기간에 3.15%에서 3.35%로 증가한 데 그쳤음.

연구개발비의
지출 총액: 한국은 1조 7,000억 엔, 일본은 16조 7,000억 엔으로 일본이
약 10배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ㆍ양국의 연구개발비 지출 중 70% 이상이 민간지출임. 한국의 연구개발비 지
출 중 민간지출은 73%, 정부지출은 26%이며 일본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
각 79%, 21%임.

한국과
일본 양국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보다는 신제품 개발 등 개발연구에 연구개발
비의 약 3분의 2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
ㆍ반면 기초연구에 대한 지출은 가장 낮아서 양국 모두 약 14%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연구자
수: 한국이 약 19만 명, 일본이 약 76만 명으로 일본의 연구자 수가 한국의 4배 정
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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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1인당 연구비: 한국 900만 엔, 일본 2,200만 엔으로 일본의 연구자가 약 2.5배
많은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음.
<표 Ⅲ-4> 연구개발의 한·일 비교
한국

경제규모
연구개발비

성격별
(자연과학)

특정목적별

연구자

GDP규모(억엔)
인구

일본

1998년

2002년

484,103

684,264

1998년

2002년

5,124,417 4,976,488

4천 7백만 4천 7백만 1억 3천만 1억 3천만

연구개발비(억엔)

11,337

17,325

161,399

166,751

연구개발비/GDP(%)

2.55

2.91

3.15

3.35

정부부담액(억엔)

3,052

4,548

34,985

34,527

정부부담비율(%)

27

26

22

21

민간부담액(억엔)

8,276

12,700

125,933

131,627

민간부담비율(%)

73

73

78

79

기초연구비(억엔)

1,585

1,273

21,395

22,989

응용연구비(억엔)

2,848

3,764

36,484

35,032

개발연구비(억엔)

6,903

11,188

90,625

95,415

생명과학

-

-

15,764

20,699

정보통신

-

-

16,829

22,551

환경

-

-

3,863

6,799

물질,재료

-

-

-

3,217

나노테크놀로지

-

-

-

883

에너지

-

-

11,052

8,008

우주개발

-

-

2,566

2,680

해양개발

-

-

872

964

연구자 수(100인)

1,298

1,900

7,310

7,573

민간

660

1,182

4,042

5,558

정부연구기관

126

141

471

449

대학

512

576

2,797

2,807

연구자 1인당 연구비(백만엔)

9

9

22

22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2003),『과학기술연구조사보고』.
한국 과학기술부(2003),『2003 과학기술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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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장패러다임이었던 노동ㆍ자본 투입형 성장전략
은 많은 제약에 직면해 있음.

출산율
저하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향후 노동투입의 지속적인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또한 해외로의 투자유출, 기타 국내 투자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투자의 지속
적인 증대에도 한계가 있음.

<그림 Ⅲ-2> 우리나라 총 저축률 및 총 투자율 추이
(단위: %)
45.0

5.0

40.0

4.5
4.0

35.0

3.5
30.0

총 저축률(좌)
국내 총 투자율(좌)
대기업 현금보유비율(우)

25.0
20.0

3.0
2.5

2.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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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를 통
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를 도모해야 함.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형성의 촉진, 기술개발 인센티브의
제고, 외국의 R&D 역량 활용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경제성장을
위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는 사람에 의해 습득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인재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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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기술개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외국의 R&D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국내 여건 정비, 나아가 국제협력 등의 대외적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2] 추진 전략

가.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

■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내 교육서비스 시장을 대폭
적으로 개방하여야 함.

최근
외국 대학원 대학의 설립과 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과 더불어 정부는 교육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촉
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함.

정부는
교육서비스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정보
공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 국내 교육기관과 외국 교육기관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
의 우수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

나아가
외국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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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
지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현재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나. 글로벌 연구개발 기능 유치

■ 먼저 한국 최고의 연구역량이 결집된 핵심적인 테크노폴리스 육성을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함.

한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분야에서 역량 있는 기업과 역량 있는 대학이
결합된 테크노폴리스를 육성하여, 연구개발 투자지역으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제고해
야 함.

■ 외국두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의 지식 총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적 지원을 확충해야 함.

개도국
이공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이 졸업 후 국내에서 관련분야에 취업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나아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비,
생활비 등의 장학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우수인재의 유입을 촉진해야 함.

또한
박사급 이상 고급 두뇌의 유치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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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개방화를 통하여 외국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연구의 추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함.

기업
차원에서도 기업분야의 전략적 제휴 확대와 공동연구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해야 함.

■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교육서비스 시장의 대폭적 개방을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다. 지식재산의 국제적 협력 강화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나 여타 개발도상국에
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함.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
되고 있으며,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미ㆍ일ㆍEU 등 선진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야 함.

특히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ㆍ미ㆍ일ㆍEU의 공동대응체
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

■ 지식재산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보호수준도 획기적으로 높
이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함.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정부 부처 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현행 체제를 지양하
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관리조직을 창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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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률로서「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직, 기능, 예산, 장기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연구개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사이클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해야 함.

현재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은 상호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조직과 인력
교류 차원에서 두 분야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재산 관련 총괄조직(지식재산기본법에서 규정)의 상
호연계를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이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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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도국 원조 및 경제협력
강화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팀 박복영 연구위원

[1] 추진 배경

■ 신흥시장 경제비중의 증대

BRICs
등 대규모 개도국들이 본격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신흥시장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 투자, 자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국가들
의 중요성이 증대할 전망임.
ㆍ최근 10년간 선진국 연평균 성장률은 2.6%인 반면 신흥시장 등 개도국 성장
률은 5.8%로 2배 이상 높으며 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IMF).

■ 한국경제의 위상 변화
 달러 소득수준, 경제규모의 증가, UN 사무총장 배출 등 국제적 위상의 상승으로
2만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도 개도국형 통상정책에서 선진국
형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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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등 자원확보의 중요성

21세기
들어 석유 등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각종 광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적 자
원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대부분 개도국인 자원수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에
너지 및 자원안보 차원에서 중요함.

■ 對개도국 협력정책의 미흡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선진국 수출시장 확보와 개도국 지위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헌을 통한 다자통상외교나 개도국에 대한 개
발협력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2] 추진 전략

가. ODA 규모의 확대

■ WTO 체제와 FTA 확대 등으로 통상정책의 수단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개
도국과의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ODA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중국도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원조를 급격히 늘리고 있어 ‘원조의 경쟁’시대에
접어든 상황임.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GNI 대비 약 0.07%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의 1/5에 불과하며
1인당 원조금액도 1/10 수준으로 매우 적은 실정임.

■ 따라서 ODA의 양적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2012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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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소득수준과 원조규모의 관계(2004년 기준)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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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DA 운용 개선방안

■ 무상원조(외교부 담당)와 유상원조(재경부 담당)의 이분화된 정책 및 실시체계
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내
실화하고 원조정책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이 위원회가 내실화되지 않을 경우 총리실 내 개발협력국을 신설
하여 원조정책기능을 일원화하고, 원조규모가 GNI 대비 0.25%를 상회하면 독립된 원
조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함.

■ 원조역량 강화를 위해 원조정책 연구, 교육, 기술협력(특히 개발경험 전수)의
컨텐츠 개발 등을 위한 원조역량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제개발교육센터
(IDEC: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Centre)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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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분야인 컨설팅과 엔지니어링을 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전문가 파견, 기술자 교육,
해외인력 연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다양한 재단법인을 설립함.

다. 특혜관세제도의 전략적 활용

■ 특혜관세제도(GSP)를 개도국과의 경제 및 외교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개도국
혹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혜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개도국의 수출과 경제개발
을 지원하는 GSP는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1996년까지 미국, EU 등으로부터 수혜받음.

한국은
현재 49개 최빈개도국에 GSP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콕협정에 따라 중국,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4개국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적용함.

현재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은 총수입의 0.9%에 불과하며 이 중 최빈개도
국에 대한 적용 비율은 0.1%에 불과하여 다른 개도국에 비해 매우 인색한 수준임.

■ 최빈개도국 중 섬유 및 의류산업 등 초기제조업이 발전단계에 있고 우리나라
로부터 자본재나 최종소비재 등의 수입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GSP를 부여함.

그리고
양호한 거버넌스를 보유한 소규모 아프리카 최빈개도국들에 인도적 차원에
서 GSP를 부여하여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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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ㆍ중동팀 박복영 팀장

[1] 추진 배경

■ 세계 에너지시장 불안정 심화

중국
등 신흥시장의 에너지수요 급증과 중동 등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 심화로 석유
등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국제유가도 3배 이상 상승함.

■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유화 등 국가통제
가 강화되고, 천연가스 카르텔 형성 등 공급국의 시장지배력 강화 움직임이 고조됨.

■ 자원확보 경쟁 격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에너지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국가들은 유전 등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정상외교 등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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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인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
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함.

[2] 추진 전략

가. 유럽ㆍ일본형 에너지 안보정책 지향

■ 에너지 안보의 최우선 방법은 수요관리정책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한 주요국의 에너지 안보정책은 중국ㆍ인도형,
유럽ㆍ일본형, 미국형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표 Ⅲ-5> 주요국의 에너지 안보정책 유형
유형

각국의 에너지환경

주요 에너지 안보정책

▶ 장래 에너지소비 급증
▶ 시장에 대한 막강한 정부개입
중국ㆍ인도형 ▶ 대규모 에너지개발기업 보유
▶ 대형 소비국으로 레버리지 보유
▶ 국내 에너지가격 통제

▶ 소비억제보다 공급확보 우선
▶ 공격적 해외 에너지 확보
(외교력+국내기술+자금력)
▶ 정부의 전폭적 자금지원

▶ 장래 에너지소비 감소 전망
▶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극소
유럽ㆍ일본형 ▶ 일부 국가만 오일 메이저 보유
(영, 프 , 네, 이탈리아 등)
▶ 높은 에너지 소비세

▶ 공급확보보다 소비억제 우선
▶ 에너지공급국과의 외교 강화
▶ 자원개발에 외교적 지원 국한
▶ 대체에너지 개발기술 선도
▶ 지구적 온실가스감축 유도

미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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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비 증가 지속
▶ 경미한 에너지소비세
▶ 국내에 다량의 에너지 매장량
▶ 패권형 국가
▶ 오일 메이저 보유

▶ 종합적 에너지 안보정책
▶ 국내 에너지 개발 확대
(민주당 집권 시 반전 가능성)
▶ 자원확보 위해 군사력 동원
(중앙아시아, 이라크 등)
▶ 중동 의존도 감축


서로
상이한 대응방식은 각국의 에너지(특히 석유) 소비 추이,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
국제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등에서 기인함.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이, 국가의 시장개입 가능성, 국제정치적 위상, 자원개발기
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요관리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에너지 안보의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유럽ㆍ일본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와
같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 제고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것은 현
실성이 없으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세계경제에 깊이 편입된 지금의 중동 산유국들이 1970년대와 같이 일방적
으로 석유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전쟁만이 거의 유일한 공급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비축유로
대응이 가능하며, 해외개발 원유의 국내도입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됨.

■ 철저한 상업적 기준에 따른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에너지자원은
다른 1차상품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하
여 대규모 투자와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자산이므로, 정부의 무리한 투자유도는 심
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일정한 목표를 정해 놓고 정책적
으로 유도하기보다는 민간 에너지기업이 철저히 상업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위험
과 수익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무리한
정책금융지원은 일본과 같이 자칫 대규모 부실채권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risk-taking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1990년대 일본은 무리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금융을 제공한
결과 막대한 부실채권이 발생했는데, 일본 석유공단은 고이즈미 정부의 최
초의 공기업개혁 대상이 되어 2005년 해체되었음.

다만
에너지기업이 수익성을 판단하여 해외 유전을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 정부의 강
력한 외교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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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적 에너지외교 강화

■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에너지분야는 정치적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는 분야이고 국가소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정부간 대화 및 협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

이를
감안하여 자원보유국과의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적극적
인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를 강화해야 함.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인프라투자 확대, 원조 공여 등 다른 정책과
패키지형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지속적 추진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10여 년간의 노력에도 가시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극동러시아의 에너지공급 잠재력 개발과 북한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 함.

한ㆍ중ㆍ일ㆍ러
등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
로, 북한과 극동러시아 간 전력망 연계, 극동의 가스 및 석유 도입을 목표로 남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과 한계
한국은 전체 원유수입의 8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
세에 있어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이 큼.

하지만
세계 석유매장량의 2/3가 중동에 있고 향후 중동 OPEC의 원유공급 비중도 지
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선 다변화의 성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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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중동지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바
람직한데, 러시아, 카스피해 연안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에너지 수입 확
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

다. 에너지소비국 간 협력 강화

■ 비상 시 협조방안, 자원보유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소비국 협의체 구성 및 강
화), 대체에너지 공동개발, 역내 공동에너지시장 창설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에
너지소비국 협력체 구성이 절실히 필요함.

현재
에너지소비국 모임으로 국제에너지포럼(International Energy Forum)이 있지만 참
가국이 너무 많고 산유국도 참가하여 실질적인 협력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

■ ASEAN+3 차원의 에너지협력 강화

향후
세계 에너지소비 증가는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ASEAN+3을 에너지소비국 협력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동의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구축하거나
중국을 비롯한 저소득국에 에너지소비세를 도입·인상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 필요함.
·ODA를 이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기술 도
입을 유도하여, 한편으로는 소비 억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럽·일본과의 협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억제하여 에너지가격 안정, 에너지 안보 강
화, 에너지 절약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계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해 유럽·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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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점진적으로 부담을 지되,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도국도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
도록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강화해야 함.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한편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부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
로 유망한 탄소배출권시장과 CDM 사업 진출의 기회이므로, 동아시아 에너지시장 진
출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

<표 Ⅲ-6> 각 지역별 에너지협력의 중점 목표
지역

에너지협력 목표

중동(북아프리카)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

협력방안
정상외교, 산유국의 국내 에너지분야 투자유도, 팔
레스타인 경제지원 확대

아프리카

민간기업 자원개발 지원

정상외교, ODA 활용, 정보제공으로 민간기업 리
스크 관리 지원

러시아

천연가스 및 석유 도입,
북한 에너지부족 지원

정상외교, 6자회담 활용, 극동러시아와 북한전력
망 연계, 대러 채권 활용

자원개발 진출 지원

ODA 활용, 민간기업 투자

중앙아시아
남미

기존 자원투자 리스크 관리 자원협력위원회 활용, ODA 활용

유럽

에너지소비국 간 협력

온실가스 감축 확대, 환경기술 협력

ASEAN+3

에너지소비 억제 유도

공동감축목표 설정, ODA를 활용한 에너지소비
억제 경험 및 기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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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세적 환경외교정책 탈피
KIEP 윤창인 초청연구위원

[1] 추진 배경

■ 냉전체제 종식 후 신생독립국가의 급증, EU 및 NAFTA 등 지역경제 통합과 더
불어 선진ㆍ개도국 내에서도 사안별로 국익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국가 및 국가그룹의 출현으로 국제 환경외교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주요 환경국가그룹은 G-77/중국의 개도국그룹, 선진국그룹인 OECD, EU,
JUSSCANNZ(OECD 국가 중 비EU 국가그룹)이 있으며, 한국은 1996년 OECD
에 가입하고 1997년에 G-77에서 탈퇴하여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모호한
위치에 있음.

한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유엔 비회원국으로서 남북대결 외교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제개발 우선 정책에 따라 국제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국제환경 업무를 국
제기구 관련 업무로 다루었음. 예를 들면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오존층 파괴를 다룬
비엔나협약(1985. 3)과 몬트리올의정서(1987. 9)의 채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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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회의(1992)를 통해 부각된 환경문제
에 대한 새로운 인식, 냉전체제 붕괴, 남북 경쟁외교 지양, 환경ㆍ개발과 무역의 연계,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환경협약의 확산 등을 계기로 한국은 환경외교에
크게 노출되었음.

■ 무역 관련 국제적 환경외교에서 한국은 수출국 입장에서 환경조치의 도입이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
근하기보다는 방어적, 임시방편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
하였음.

■ 환경협상이 지구환경 보호라는 거부할 수 없는 대의명분하에 진행되고 있으
므로, 선발개도국인 한국이 비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국익에 집착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고 중장기적으로 무형의 불
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임.

[2] 추진 전략

가. 선진국 입장에서의 환경외교정책 재정립과 제3그룹 형성

■ 한국은 교토의정서(1997. 12) 협상에서 이 의정서가 한국 OECD에 가입하기
이전인 1992년 이루어진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개도국으로 분류
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음. 그러나 오존층 보호를 위한 1994
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혜택인 다자기금
수혜자격을 포기하면서 개도국 대우를 받았음. 한국이 교토의정서 후속 협상
에서 계속 개도국으로 대우받기는 어려우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한국은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국제적 환경협상에서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 자세로 나아
가야 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 양분법을 벗어나 제3의 그룹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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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임.

나. 환경기준 상향조정과 국제적인 환경경영

■ 한국은 이제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 입장에서 환경기준을 조기에 상향 조정하
고 해외 진출기업에 대하여 국제적인 환경경영을 독려해야 할 것임.

■ 세계적인 환경보호 추세를 적극 수용하여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제적 환경문제를 조감하는 의식 전환이 요구됨.

한국은
현재 WTO 등에서 추진하는 무역 및 환경 관련 협상에서는 환경기준의 상향
화 혹은 강화가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개도국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제는 많
은 생필품의 수입국이 되어 환경 혹은 국민건강 측면에서 수입품에 대한 점검이 요구
되고 있음.

현재
협상이 완료된 미국 그리고 진행 중인 EU와의 FTA가 이행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게 되었음.

■ 한국판 신화학물질관리(REACH), 폐전기전자지침(WEEE), 유해물질사용제한지
침(RoHS) 등의 조기 도입 및 이행으로 환경기준 및 환경제도를 선진국 수준으
로 끌어올려야 함.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진국의 환경 관련 무역
조치에 자연스럽게 대비하는 동시에 능동적 환경외교로 나아가는 길임.

■ 해외 진출기업들의 해외 환경경영을 독려하고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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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이견 및 갈등의 조정과 전문가 육성
■ 대외 환경협상의 일관성 및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국내 산업 및 환경 등 관련
부처 간 시장개방 및 사안별 입장 결정 등에 대한 의견 상충 등 갈등을 조정
하는 기능이 요구되며, 이에는 현재 환경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자문 지
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재경부, 복지부 등 지속가능 발전을 포괄하는 부처를 포
함, 확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갈등의
조정에는 갈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분야 및 쟁점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가 그룹의 육성과 네트워크화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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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정형곤 연구위원

[1] 추진 배경

■ 우리 경제의 대북 리스크 완화

북한의
안보상황과 경제의 불안정은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북한발(發) 리스크의 완화와 안정적 관리가 필요함.

■ 남북 공동번영을 통한 통일비용 절감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향후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
성이 매우 높아 통일 이전에 남북 경제협력의 심화 발전을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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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해 기능적 측면에서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
로 제도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경제공동체를 추진함.

경제공동체
형성의 초기단계로 금강산특구, 개성특구를 활성화하고 향후 서해 평화경
제특구 개발의 일환으로 해주특구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남북 경제협력기지를 공
고히 하고, 향후 남포ㆍ평양과 나진ㆍ선봉으로 점차 확대해야 함.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를 통해 한반도의 물류축을 개발하고, 경의선 축을 중심
으로 주변 산업단지를 특구로 개발하여 남북 산업의 합리적 산업재배치를 도모함.

■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투자

남북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안보와
평화문제의 해결을 도모함.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함으로써 한
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함.

■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사업에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환경조성과 경제협력 공간을 확대함.
·북한의 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등 생산거점 및 중계거점 역할 강화로 우
리 기업들의 중국 동북부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본격화함.
·남북 및 동북아 교통·에너지망 구축으로 동북아 물류·에너지 협력을 확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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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방향

가.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 남북 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방식으로 접근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은 우리 경제상황과 산업구조의 재편을 고려하여 추진

남북한
산업의 연계비교우위에 입각한 호혜적 산업협력 추구를 통해 남북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남측의 자본 및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한 호혜적 분업 추진
남북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나.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추구

■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 상호의존성을 증
대시킴으로써 경제협력사업의 안정성 제고

■ 각종 협력사업에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분쟁 시 남측 기업의 피
해를 최소화하고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수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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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관의 역할분담과 협력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
정부 차원의 사업은 공공성에 따라 제도 구축 및 공적인프라 건설에 주력하고, 민간 차
원의 사업은 경제적 합리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추진

경협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남북경협의 성공적 모델 창출을 위한 민관의 투명하고 적극
적인 협력 모색

라. 산업협력의 선택 집중ㆍ확산
■ 선택: 한반도 산업재배치 전략 및 그 동안 진행된 남북경협의 현실에 기반하
여 유망 협력업종과 지역 선정

북한
진출업종 선택은 남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북한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
기존사업을 중심으로 파급효과 및 상호 연계성 등 전략적 고려하에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

■ 집중: 선정된 유망업종ㆍ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투자를 집중하여
산업거점 및 협력거점 개척
개성, 금강산지구 등 남북간 협력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 확산: 중점지원 산업 및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연관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업
종과 거점을 발굴하여 경제협력의 거점지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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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한의 경제협력제도 개선 및 경협거점 확산

■ 남북한의 제도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협력환경 개선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화 과정에서 북한제도의 국제적 표준으로 변화 유도

■ 북한산업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유도

■ 북한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면
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경협거점의 확산
 협거점은 개성ㆍ금강산 → 해주 → 평양ㆍ남포 → 신의주 → 함흥ㆍ원산 → 청진ㆍ
경
나선으로 확대
ㆍ산업입지 여건이 양호한 서해 축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향후 동해 축으로 협력거점
확산
 해안 지역과 함흥 지역은 경공업 입지로 중소규모로 개발 가능하며, 청진과 원산은
서
중화학 공업 입지로 대규모 개발 가능한 경협거점
ㆍ서해 축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동해 축은 중화학 공업의 진출 축으로 확보

바. 남북경협을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확대

■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한ㆍ일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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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일 수교과정에서 일본의 대북수교 자금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활용하기
북
위한 한ㆍ일 공동협력 추진

■ 북한의 서해안 개방 축을 중심으로 남북한과 중국의 삼각협력 확대

■ 북한의 동해안 개방 축에서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 확대
TKR과 TSR을 연결하고, 러시아 극동 에너지망의 한반도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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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채 욱 선임연구위원

[1] 추진 배경

■ 한국경제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자율적 대외개방정책과 수차례의 개방협상
으로 인해 상당 부분 대외경쟁에 노출됨.
 R 협상, OECD 가입,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무역·투자·금융 부문에 걸쳐 개방이
U
대폭 확대됨.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업과 교육·의료·방송·전문직서비스·공공서비스 등
그
일부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개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 국가경제의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이해당사자
들의 지지 여부는 물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정치적 고려요
소임.

* 본 장의 내용은『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채 욱ㆍ김세원ㆍ유재원 외, 2006)의 내용을 요
약ㆍ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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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간의 이해당사자와 국회가 그들의 의견을 통상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
고 있음.
 방으로 충격을 받는 피해산업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및 보상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개
서 통상진흥 공공교육·홍보프로그램과 종합적 무역조정 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통상정책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해관계 조율
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상정책의 대상은 농업, 서비스 등 장기간 보호와 규제에 갇혀 있던 분야뿐만 아니라,
통
지식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 비경제적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

[2] 추진 전략

가. 효과적 통상행정체제의 구축

■ 통상정책 관련 국내이해갈등의 효과적 조정, 통상교섭의 전문성 확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는바,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상행정체제
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의 조정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ㆍ장점: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전통적으로 비경제분야로 간주되어 온 산업까지
통상협상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함.
ㆍ단점: 재경부의 고유정책분야인 금융분야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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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에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ㆍ장점: 풍부한 협상정보를 보유한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의 큰 구도하에서 국
내이해관계를 조정함.
ㆍ단점: 통상교섭본부장 권한이 여타 부처의 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부
처간 이해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음.
국무총리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ㆍ장점: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제분야는 물론, 교육ㆍ문화ㆍ
환경 등 전통적인 비경제분야로 간주되어 온 분야에 이르기까지 원활
한 이해조정이 가능함.
ㆍ단점: 중요한 통상정책을 국무총리에게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칫하면 통
상정책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대외협상과 국내조정기능을 전담하는 독립된 통상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ㆍ장점: 특정분야에 대한 이해관계를 없애고(통상행정의 독립성 보장), 통상
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ㆍ단점: 새로운 행정부처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비용 발생함.

■ 통상교섭 과정에서 행정부ㆍ국회 간 협조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통상관련 정
보공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회의 통상기능을 강화함.
 법에 명시된 행정부와 국회 간의 권한에 합치하는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통상절
헌
차법」을 제정하되, 최소한 다음의 요소를 포함함.
ㆍ협상 전ㆍ협상 중 국회보고 및 협상 타결 후 협상결과의 국회보고 의무화
ㆍ협상관련 정보공개 및 자료열람
ㆍ국민의견의 적극적 수렴
ㆍ관련 업계 및 전문가 참여
ㆍ통상협상 개시여부, 협상안 마련 및 국내 보완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국
내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ㆍ총괄적 영향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통상정책을 전담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전문성을 보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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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ㆍ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재경위, 산자위, 농림위 등 국회 내의 다양한 위원회
에 소속된 위원들로 구성된 통상상설특별위원회를 운영함(통상교섭본부가
독립적 부처로 승격될 경우에는 통상위원회를 신설).
ㆍ국회의 입법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입법지원처’를 국회 내에 설
치함.

나. 종합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구축

■ 개방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목표하에 현행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치적 형평성에 맞는 종합적 무역조정지원제도로
개선함.
 합적 무역조정지원제도에는 사전보상원칙과 적정보상원칙하에 산업영향평가와 국내
종
대책수립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협상 전에 마련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함.
 역조정지원제도의 기본원칙은 모든 형태의 개방으로 인한 심각한 산업피해에 대한
무
지원으로 설정하되, 일정기간의 한시적인 지원, 자구 노력이 병행되는 지원책이 대전제
가 되도록 하고 정부의 여타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ㆍ다만 서비스 분야 무역구조조정제도는 서비스분야의 피해규모 산정이 어렵
고 다양한 담당부처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규모 논의 시 자칫하
면 부처할거주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경제전반에 걸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의 운영기능을 무역위원회로 일
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역위원회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조직
무
과 전문인력 등을 대폭 보강하여 그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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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를 위해 미국의 무역위원회(ITC)가 자국의 산업피해조사, 영향분석, 판정,
무역관련 구제조치 건의, 무역관련 조사와 연구, 행정부나 의회의 통상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기
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ㆍ특히 근로자와 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자격심사를 무역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현행 자격심사제도하에서는 근로자는 노동
부장관이, 기업은 무역위원회와 조정계획평가단이 심의).

다. 통상진흥 공공교육ㆍ홍보프로그램 운영

■ 개방의 효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객관적 콘텐츠(contents)를 개발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텐츠는 외국사례가 아닌 한국의 개방사례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사례별로
콘
개방정책 당시의 논란과 그에 대한 개방 후 검증작업을 제도화함.
ㆍ교육ㆍ홍보 매체는 학생, 직장인, 주부 등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도록 제작
ㆍ공익광고를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KBSㆍEBS등 공영방송에서의
정기강좌뿐만 아니라 대학ㆍ기업ㆍ시민단체 등에서의 강좌를 주요 홍보매개
체로 활용함.
 상진흥 공공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운영에 KIEP, 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통
활용함.
ㆍKIEP 내 ‘공공통상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달ㆍ보급하는
작업을 추진토록 함.
ㆍKDI의 국민경제교육센터 역시 국민경제전반의 시각에서 통상문제를 조망
할 수 있다는 제도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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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IV
주요국별/지역별 협력방향

01

중국: 다층적ㆍ포괄적 협력을
통한 관계 강화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양평섭 팀장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박현정 연구원

[1] 중국의 중요성과 한ㆍ중 경제협력 추이

■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경
제 동반자로 부상하였음.
 국의 대중 수출은 연평균 26.3%, 대중 수입은 20%씩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성장의
한
원동력이 되어 왔음.
<표 Ⅳ-1> 한ㆍ중 간 교역 및 투자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181

수출입

313

315

412

570

794

1,015

수

출

185

182

238

351

498

619

695

수

입

128

133

174

219

296

386

486

무역수지

57

49

64

132

202

233

209

한국의 대중투자

712

639

1,032

1,671

2,301

2,649

3,320

중국의 대한투자

76

70

249

50

1,165

68

40

주: 무역통계의 단위는 억 달러, 투자통계의 단위는 백만 달러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동향);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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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대중 투자도 2007년 6월 누계 기준 16,969건, 194.6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
한
유발형 선순환의 투자구조를 형성하여 왔음.

■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무역
흑자 유지,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음.

■ 그러나 중국의 산업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이 둔
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의해 세계 주요 시장들이 잠식당하고 있음. 한ㆍ중 경
제관계, 특히 산업간 분업관계도 기존의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변
화가 일어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투자정책 변화는 우리의 대중 교역 및 투자에 위험요인으로 대두
되고 있음.

■ 향후 한국경제에서 중국은 그 중요성이 지속될 것이나, 한편으로는 기회인 동
시에 위협이 될 것이므로 중국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면
밀한 대비가 필요함.

[2] 주요 대응전략

가. 포괄적 한ㆍ중 FTA의 추진

■ 현재 한ㆍ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향후 5년 내에는 협상이
추진되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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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ㆍ중 FTA의 협상 추진과 타결은 꼭 필
요함. 그러나 그 과정은 경제적 실익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최대 투자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관
세인하에 따른 한ㆍ중 간 무역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따라서 경쟁,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추진되어야 함.
 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공산품 분야는 물론 투자ㆍ서비스 자유화, 지식재산권 분야
한
등에도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농산물, 중저가 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장기간의
중
유예조치를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제도 완비를 촉구해야 할
것임.
 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더욱 원활히 하고,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중
위한 중국의 제도적 정비는 한ㆍ중 FTA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임.

나. 한ㆍ중 간 분업구조 발전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 중국의 산업발전은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 첨단기술산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전하는 ‘전(全)방위적 발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또한 중국의 부품 및 소재 산업 발전에 따라 수입대체가 진전되고 있음. 부품
및 소재 산업은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입대체는 우리나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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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미 부품 및 소재의 대중 수출 둔화 및 대중 수입 확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
이
으로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부품 및 소재의 중국 내 생산이 확대되면서 한국 부품·소재의 대중국 무역
흑자도 감소하고 있으며, 2004년 3/4분기 이후 부품·소재의 대중 수입 증
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

■ 이러한 중국경제의 발전과 변화로 한ㆍ중 산업간 분업관계도 기존의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술력 격차가 큰 산업(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 등)에서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유지될
기
것이지만 기술력 격차가 작은 산업(휴대폰, 컴퓨터 등)은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따라서 한ㆍ중 간 기술격차 및 경쟁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효율적인 분업체
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내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중국으로 이전하는 대신, 첨단기술 및 고부가
국
가치 제품과 같이 중국이 추격하기 어려운 분야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능
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수평적 분업이라도 기술수준에 따라 제품별로 차별화가 가능함. 또한 산업별
분업과 더불어 공정별 분업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함.
 컨대 조선산업의 경우 한국은 LNG 선박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중국은 저부가
예
버크선 위주로 차별화될 수 있음.
R&D, 디자인, 부품 및 소재, 조립, 생산관리, 브랜드 등 공정별로도 주요 기능을 무조건
국내에 두기보다는 한ㆍ중 간 분업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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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리스크를 염두에 둔 새로운 위험관리 전략의 모색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하지만, 경제발전에 대한 내외적 도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위안화 평가절상, 국유기업의 비효율,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
중
실채권, 3대 격차(지역간, 소득계층간, 도농간)의 확대, 실업률 상승, 서방 선진국의 견
제 등 쉽게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난제들을 들 수 있음.
 기과열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너지 고갈
경
등도 중국경제의 위협요인임.

■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도 증대되고 있음.
중국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수출구조 고도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에 따라 수출 우대정책과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축소 혹은 폐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와 투자 위축 그리고 중국 내 한국기업의 수출 및 경영환경 악화
로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중국경제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위험관리전략을 모색
하여야 할 것임.
 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중국 리스크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중
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환경·에너지 및 서비스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내륙시장 개
발사업 등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이 필요함.
또한 중국 내수시장 및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중국 외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지속적 경제관계 강화와 제3의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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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동반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이형근 전문연구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김은지 전문연구원

[1] 일본의 중요성과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2006년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이자 제2의 외국인투자국이지만,
극심한 대일 무역역조 문제가 양국간 경제협력 전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006년 대일 무역적자는 약 25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전기전자·기계 제품
2
의 대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가 고착됨.
<표 Ⅳ-2> 대일 수출입 및 한ㆍ일 양국간 투자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 출

204.7

165.1

151.4

172.8

217.0

240.3

265.3

수 입

318.3

266.3

298.6

363.1

461.4

484.0

519.3

무역수지

-113.6

-101.3

-147.1

-190.4

-244.4

-243.8

-253.9

한국의 대일투자

92

88

82

52

289

176

246

일본의 대한투자

2,448

776

1,403

541

2,258

1,879

2,108

주: 수출통계의 단위는 억 달러, 투자통계의 단위는 백만 달러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동향);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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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우리의 대일 투자는 일본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2004년부터 도소매업을 중심으
한
로 확대되는 추세임. 반면 일본의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전망
 일 무역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부품ㆍ소재 중핵기업 육성
대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함.
 자 부문에서는 서비스ㆍ문화 산업에서 기업간 제휴 및 상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투
전망됨.

[2] 중장기

■ 한ㆍ일 FTA 체결을 통한 양국 시장통합 노력 지속
 ㆍ일 FTA의 협상 재개 및 체결을 위해서는 그간의 간극을 재빨리 메울 수 있는 상호
한
간 긴밀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우리나라 부품ㆍ소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
기적 한ㆍ일 분업구조 재편’, ‘장기적 기술축적 전략’ 등 심도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
여 한ㆍ일 FTA에 대응해야 할 것임.

■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ㆍ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리의 이니셔
티브 확보
 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
1
의가 중ㆍ일 간 경쟁에 의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통
합 논의에서 먼저 한ㆍ일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중재자 역할 및 이니셔티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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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ASEAN 등 제3국에서의 한ㆍ일 기업협력 강화
 ㆍ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기업간 상호 효율
한
성 증진을 위한 협력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상호 도움(winwin)이 되는 방안을 모색함.

■ 2003년 기 발효된 한ㆍ일 투자협정(BIT)의 활용 확대방안 모색
 ㆍ일 BIT 발효 이후 5년 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한ㆍ일 간 투자 관련 잔존 문제점
한
해소 및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국간 안정적 투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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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U: 신통상분야 정책협력의
주요 동반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김흥종 팀장

[1] 급격히 발전하는 양국관계

■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인 EU는 2010년까지 연평균 2.5% 내외의 꾸준한 성
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U의 1인당 GDP는 2010년 4만 달러에 도달하고 총 교역량은 현재 10조 달러에서
E
2010년에는 12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Global Insight).
 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현재 가입협상 중인 크로아티아 등을 제외하고는 2010
2
년까지 추가로 가입할 국가들이 많지 않은 한편, 현재 1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로권은
2010년 전후에는 발트 3개국의 가입으로 16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U는 대외적 과제로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처, 환경문제, 지역안보 등을 상정하고 있
E
으며, 대내적 과제로 사회적 통합의 유지, 정치 통합을 포함하여 역내 통합의 심화, 유
럽경제의 경쟁력 향상 등을 꼽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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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교역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한국과 EU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를 체결하면 2010년까지 교역규모가 1,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2002년 388억 달러였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2006년에는 794억 달러로 2배 이상 증
가하였음. 특히 한국의 수출은 217억 달러(2002년)에서 492억 달러(2006년)로
127% 증가하였음.
 후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수준은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1998년
향
이후 지속되는 무역수지 흑자도 매년 150억 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인 규모를 지속할 것
으로 예상됨.
 ㆍEU FTA로 인한 수입선 전환효과를 통하여 대세계 무역수지를 크게 증가시킬 수
한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중장기 협력방향

■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따라 양국간 통상협력은 더욱 확대·다양화될 것임.
 ㆍEU 간 산업별 분업구조의 진전: 한ㆍEU FTA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산업내 무역
한
및 상호 투자의 확대
산업기술협력의 확대: IT, 환경,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공
동기술개발과 협력교류 확대
 력 이슈의 다양화: 금융 협력, 물류허브 협력, 자원 및 에너지 협력, 문화 및 관광 협
협
력 등 협력분야의 다양화
 국의 중·동구 신규회원국 진출 강화: 신규회원국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한
의 통상 및 투자 관련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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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 공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환경 중시, 세계 평화와 지역간 협력 등 가치의
가
공유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

■ 지역간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 강화
F TA 등 양자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ASEM 등 지역간 대화체에서 한국은 아시아 측
에서 EU와의 가치 공유를 대변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아시아 아셈국가들의 공통
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EU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협력체 구축
에서 EU의 역할을 적극 유도
 ㆍEU 협력관계에 러시아를 포함시켜 에너지 및 교통 분야의 실질적이고 유효한 협
한
력 강화
 TO, UN 등 다자 차원의 국제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공동
W
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긴밀한 사전협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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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미
위한 패키지형 협력 강화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이준규 팀장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고희채 연구원

[1]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무역
 국은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직접교역 상대국의 위치를 내어주었지만, 중국
미
을 통한 간접 대미 수출을 고려하는 경우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국의 국가별 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2005년 2.6%(7위), 2006년 2.5%(7위)
미
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투자
1962~2006년 누계를 기준으로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총액 중 미국이 28.7%, EU가
32.2%, 일본이 15.3%, 중국은 1.4%를 차지해,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여전히 최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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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산업별 대한(對韓) 직접투자3)는 은행산업 19.8%, 비은행 금융권 10.4%, 컴퓨터
미
전자 12.4%, 화학 8.1%, 도매 및 유통이 6.1%를 기록하고 있어 금융권 등 서비스산업
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망
 국이 한국의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6년)은 중국의 비중 증가로 인해 감소
미
하는 추세였으나, 한ㆍ미 FTA로 인해 우리의 대미(對美) 수출입 국가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목별 대미 수출 추이는 수송기계ㆍ산업용 전자제품ㆍ전자부품ㆍ가전제품 등을 중심
품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입은 산업내 무역의 증가로 전자부품ㆍ산업용 전자제품
ㆍ정밀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ㆍ미 양국의 투자는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기존 진출업체의 대한국 직접투자가 증
한
가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금융권, 법률ㆍ회계 등과 같은 사업전문 서비스, 방송 및
통신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중장기 협력방향: 양국 관계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이니셔티브

■ New Korea-US Partnership Agenda의 제기
 ㆍ미 FTA에 따라 한ㆍ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향후 5년에 걸쳐 추구할 “New
한
Korea-US Partnership Agenda (NKUPA)” Strategy를 제기함.
 KUPA의 구조: 한ㆍ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양국의 경제적ㆍ전략적 기회를 실질적
N
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s)를 패키지화하여 추구하
3)미 상무부(2007. 6), 1982~2005년 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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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문별 협력사항 및 실천방안을 추구해야 함.

NKUPA의
당위성: 무역ㆍ투자관계의 심화는 미래의 한ㆍ미 관계가 세계화, 전략적 동반
자, 지식기반사회, 문화 및 기타 사회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심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바탕임.
 라서 한국은 향후 5년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한국경제 선진화,
따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성장, 지식기반서비스 국가경제화, 양질의 고용
창출방향을 추구하는 데 전략적인 동반자로서 미국을 적극 활용할 전략을 수립해야 함.
 후 5~10년간 FTA로 인한 구조개혁의 기회가 구체적인 국가 이익이 될 ‘경제성장ㆍ고용
향
창출ㆍ양극화 해소ㆍ통일 경제의 준비’에 가장 적기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전략이
필요함.

■ 경제 인력의 전문적 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국간 공동연구, 인력, 정보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호파견, 인턴기회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상호인정협정(MRA)
·한ㆍ미 FTA의 전문분야 상호인정은 해당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 및 평가제
도 개선, 전반적인 전문직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ㆍ장기적으로 서비스 전문인력 이동 형태의 서비스수출 방안을 추진함.

■ 정부조달시장 협력
한ㆍ미 FTA에서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이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미연방 정부 차원에서
의 당국간 협력 못지 않게 우리나라와 심화된 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주정부 차원에서
의 통상협력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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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경제 협력
 업기술 협력 및 R&D 협력: 미국의 세계 최고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상용기술 개발
산
능력을 결합해 한국 중소기업을 글로벌 부품 공급기지로서 활용하는 등, 한ㆍ미 산업
기술 협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대시켜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향상을 추진함.
 국 선진기술의 국내 중소기업 이전 추진, 다국적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한 국내
미
연구인력 양성, 미국의 고급 연구인력 적극 유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첨단 성장동
력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주력함.
 융협력: 한ㆍ미 FTA 금융협상 결과 우리 금융기관의 미국 진출과 영업해소 채널인
금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보험작업반을 통한 정부간 정기적 협의체의 지속 발전을 추진하
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함.
 주 협력: 양국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미국으로부터 항공우주
우
부문의 기술이전 및 해외시장 확보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함.
 비스산업 혁신: 한ㆍ미 FTA는 정부정책의 제도적 측면 변화, 업계의 경쟁 촉진, 정보
서
기술의 발전, 국제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함.

■ 개방선진국가형 협력 이니셔티브
 DA에서 개방주도형 협력: 향후 전개될 WTO/DDA에서 개도국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
D
한 다자간 접근에 미국과의 동조를 적극 활용해 개방 확산을 통한 무역이익을 극대화함.

UN,
WTO,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개방적 협력: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국
제협력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함.

북한경제
개방 시 상호협력 강화 준비: 향후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 변화 시, 한국이 가
진 자본력과 해외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공동진출 추진 및 경제협력 모델 창출방
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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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SEAN: 대(對)개도국 정책의
A
시금석이자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동반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김한성 부연구위원

[1]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ASEAN 지역의 중요성

새로운
통상환경 마련: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이 2007년 6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투자와 교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ㆍ한ㆍASEAN 서비스ㆍ투자 협정도 2007년 내에 완결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적 역할 가능: 중ㆍASEAN FTA와 한ㆍASEAN FTA 상품협
정이 이미 발효되었고 일ㆍASEAN 간의 FTA 협상도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ASEAN
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이 연결됨.
ㆍASEAN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진출시장: 한국의 對중국 투자가 과도하게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중국의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더불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ASEAN은 투자의 중국 편중 현상을 완화할 대체시장으로 떠오름.
ㆍ중ㆍASEAN FTA가 발효하면서 ASEAN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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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작용함.

내수시장의
구매력 증가: ASEAN 국가들은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구가하면서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함.
ㆍ이전에 한국의 생산기지로 중요성을 지니던 ASEAN이 새로운 수출 대상국
가로 전환하고 있음.

■ 경제 전망

2000년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인 CLMV 국
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성장은 주목할 만함.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중장기 협력방향

■ 유ㆍ무상 원조를 활용한 경제협력 및 한국 진출기업의 역량 강화

개도국에
대한 유ㆍ무상 원조 지원을 늘리겠다는 한국정부의 정책과 한ㆍASEAN FTA
의 경제협력 부속서에서 한국과 ASEAN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한 합의는 양
측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바탕이 됨.

ASEAN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국과 ASEAN 양측 모두에 상호 도
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연구 작업이 요구됨.

특히
유ㆍ무상 원조 시 수혜국의 사회ㆍ경제적 능력 배양과 동시에 한국의 기업활동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를 우선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ㆍ이러한 예로는 진출기업과 현지 노동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장
벽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육사업이나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의 사회
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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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SEAN 시장 중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진출이 미미하고 원조
수요가 높은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에 대한 지원사업에 전향적으로 임하도록 함.

■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긴밀한 이해관계 구축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목표
나 실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ASEAN이
한ㆍ중ㆍ일 각국과 ASEAN+1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한국은 ASEAN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이해를 같이함으로써 우
리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외교ㆍ통상 분야에서 ASEAN 개별국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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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인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협력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이순철 부연구위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최윤정 전문연구원

[1] 인도의 중요성

■ 급속히 발전하는 인도

최대의
잠재적 경제협력 가능국가: 인도는 현재 한국과의 경제협력 비중은 작지만 11
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거대
소비시장 잠재력이 큰 시장임.
·2003년 이후 연평균 8.6%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인도 수출과 수입은 각각 3.5배와 2.1배 증가하였으며, 투자
는 2003년 대비 4.9배 증가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정치ㆍ외교의 전략적 요충지

인도는
세계 경제질서 구축에서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경제허브로서 전략적 가치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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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므로 우리 경제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이 필요함.
·현재 인도와는 2007년 말을 기한으로 한ㆍ인도 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협상
을 추진 중에 있음.
·인도도 최근 한국, 일본, EU, 아세안, 태국 등과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

■ 세계 주요국의 지식기반산업 협력 파트너

인도는
기초과학, IT, 보험, 카드, 통신, 의료, 금융, 제약, 항공우주, BT, NT, ET, 디자인,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서 세계 최고의 과학 및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인
인력협력을 통한 기초 및 응용 과학기술 역량 확대가 필요함.
·현재 세계에서 최대 IT 아웃소싱 국가로 지목받고 있으며, 이 분야의 성장
률은 연평균 30%가 넘는 수준임.

		

[2] 중장기 협력방향

■ 거대 내수시장 선점

11억
거대 인구와 8%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인도는 거대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
이 높고 내구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
도는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양국간 관계 강화를 통한 시장 선
점이 긴요함.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인도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전력과 인력 인프라 부문에서 향후 5년간 3,200억 달러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일본, 미국, 유럽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도 인프라 개선사업에 진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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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인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매년
20~30%씩 대인도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협상 중에 있는 한ㆍ인도 경제동반자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인도시장을
확보ㆍ확대해야 함.

인도는
남아시아 경제통합 및 경제자유화공동체의 선도국가로 SAARC(남아시아지역협
력연합)와의 협력이 가능하며, 특히 지역경제협력을 통하여 남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의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이 가능함.

■ 지식기반산업 상호교류 확대

인도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양국간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과학기술, IT, 금융 등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서
비스 상호협력,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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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중동: 고유가시대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의 상생협력
KIEP 무역투자정책실 아ㆍ중동팀 박복영 팀장

[1] 중동지역의 의의

■ 우리와의 관계

에너지협력
파트너: 걸프지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공급지역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IEA에 따르면 중동의 원유생산 비중이 현재 약 30%에서 2030년에는 40%
로 증가하여 세계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최대의
플랜트 시장: 차세대 우리의 주력 수출분야인 플랜트 부문에서 중동은 우리나
라 전체 플랜트 수출의 50%에 이를 정도로 핵심적인 수출대상국임.
·중동국가들은 2조 달러에 이르는 오일머니로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앞
으로도 플랜트 발주를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134 7. 중동: 고유가시대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의 상생협력

<그림 Ⅳ-1> 지역별 원유생산량 장기 전망(2000~2030년)
(단위: 백만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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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02.

<그림 Ⅳ-2>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 동향 및 지역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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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별 비중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수주액 기준임.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경제 전망

중동은
고유가로 5%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5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예상되므로 중동의 경제적 비중은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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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대중동 정책

에너지확보와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미국, EU, 중국 등은 FTA 체결, 원
조 제공, 정부간 협력, NGO 지원 등을 통해 대중동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ㆍGCC(걸프협력협의체)는 협의체 혹은 개별국가 단위로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싱가포르, MERCOSUR 등과 FTA 협상 중임.

[2] 중장기 협력방향

■ 목표와 전략: 에너지는 수입, 플랜트는 수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보, 상품 및 플랜트 수출 확대, 오일머니의 국내투자’가 대중
동 통상정책의 3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일방적
진출보다 호혜성 원칙에 따라 우리가 중동에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지를 개발하
고, 협력분야를 무역과 에너지에서 투자, 서비스교역, 경험 전수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
이 중요함.

■ 투자확대와 FTA 체결을 통한 에너지협력 강화

정상외교
등을 통해 중동 산유국과 외교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에너지분야의 상호투자
를 통해 실질적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필요

석유
다운스트림 분야 투자는 어렵지만 중동국가는 정유분야와 석유화학분야 투자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 분야의 투자 확대 유도
·나프타가 아닌 천연가스를 feedstock으로 한 석유화학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으므로, 우리의 제품개발과 설비운용능력을 중동의 원료경쟁력과 결합하
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 구사
GCC와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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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교 관계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조속히 체결할 필요
ㆍ한ㆍGCC FTA는 GDP 5,300억 원(0.04%), 고용 8,384명(0.05%)의 증가효과
예상

■ 금융기관과 플랜트기업 동반진출을 통한 플랜트 수주 확대

현재
플랜트 수주능력의 관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능력이므로 우리
기업의 파이낸싱 능력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의 중동 진출을 적극 모색
·오일머니로 중동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IPO 및 M&A도 활발해져 중동이 세
계 금융기관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도 절실한
실정

금융기관은
현지에서 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시장을 발굴하고,
플랜트 기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을 높이는 상호협력모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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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아프리카: 시장확대와
개발협력의 조화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ㆍ중동팀 박영호 전문연구원

[1]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 증대

■ 최근 아프리카의 경제 및 정치 상황 호전
장기간에 걸쳐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3~5%
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아프리카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분쟁과 내전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에티
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등 몇몇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내전 수준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
으나, 대륙 전체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임.

■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아프리카를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접근하고 있음.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속도는 서방국에서 식민지론을 운운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
138 8. 아프리카: 시장확대와 개발협력의 조화

고, 미국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음.

일본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개발원조 등을 앞세
우며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여기에 최근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들까
지 적극 가세하고 있어 아프리카가 새로운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에 주목하고 우리와의 협력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 있음.

아프리카
대륙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한 자원이 숨겨져 있음. 자원
개발과 연계한 건설 플랜트 진출까지 고려하면 ‘제2의 중동’이라는 평가

[2] 중장기 협력방향

■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시장
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거점 또는 중점국가 선정을 통한 시장의
집중화가 필요함.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과 동
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점국가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원개발 잠재력, 수출시장으로서의 가
중
치, 미래의 성장 잠재력 등이며, 이와 같은 논거에 기초하여 집중적으로 시장개척 노력
을 기울여야 할 핵심국가로 ‘3 plus 3’를 상정
‘3 plus 3’ 접근전략은 알제리, 나이지리아, 이집트와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남아공, 앙골
라, 리비아를 전략적 거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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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익과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자원 획득만을 목표로 한다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
린다면 이는 결국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임.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 입장을 반영하여 개발협력 지원 등 원조부문이 추가된 새로운
협력모델이 필요함.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함.
 본적으로는 대(對)아프리카 협력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
기
국의 이니셔티브’의 실천이 중요함. 이는 우리나라 대아프리카 협력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한국의 성장모델 전파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공모델이라는 소중한 ‘소프트 파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제개발 경험전수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경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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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시아: 유라시아 통합
러
실크로드 구상의 실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이재영 부연구위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신현준 전문연구원

[1] 부상하는 러시아

■ 외교적으로는 모스크바-델리-북경을 잇는 신(新) 협력 삼각구도가 형성 중이
며, 경제적으로는 중국, 인도에 이어 러시아가 급부상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의 중요성 증가

■ 동북아 중심국가론(참여정부) 및 미·일 중심의 외교 어젠다에 밀려 상대적으
로 후퇴한 ‘대륙 어젠다’를 제시·실천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대륙-해양의 연
결 중심지로 부상할 필요성 대두

■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
정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부상
 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의 물류·교통을 연결하는 가교(Land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
러
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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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는 세계 자원의 보고(寶庫)로 매장량 기준, 전세계 원유의 6.2%, 천연가스의
러
26.6%, 석탄의 17.3%를 차지하고 있음.
 한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연평균 약 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세
또
계 평균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어서, 2050년경에는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음.
<표 Ⅳ-3>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러시아

중앙아시아

세계

2001~2010년

5.25

6.9

2.85

2011~2020년

3.75

7.2

3.0

자료: Global Insight(2006).

■ 따라서 러시아는 향후 한국의 우선적인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전략 대상지역
이며, 이 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를 통한 유라시아대륙의 시장개척 확대가 필요

[2] 중장기 협력전략 목표와 주요 협력사업

■ 에너지협력,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 무역투자 확대
 RTI(Energy + Railway + Trade & Investment) 통합 전략: 유라시아 통합 실크로드
E
(Silkroad) 구축, 즉 에너지 실크로드(Energy Silkroad),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
그리고 통상 실크로드(Trade & Investment Silkroad)

■ 에너지 실크로드 구축
21세기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발전 및 국가안보의 필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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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지만, 2020년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세계 소비량의 30%(2004년 20%)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에너지 수급조건이 악화될 전망임.
 시아의 동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중동지역 에너지자원의 대
러
안으로 부상함.
 시베리아 코빅타 가스전 개발 및 가스관 연결,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연결사업
동
등은 북한과 연계하여 사업성 향상이 가능함.
중점과제 및 추진방안
① 가스관 및 송유관 연결 프로젝트: 러시아의 통합가스시스템(UGSS) 완공 시 러시아
-북한-남한 간 가스관 연계사업 추진. 특히 동시베리아 코빅타 가스전을 중국-북한남한으로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하여 러시아에 가스도입 추진, 러시아의 동시베리
아 석유자원 개발 참여 및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2단계 노선 건설 시(2013년 예
상) 남북한까지 연결 추진
②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창설 추진: 동북아 역내국가들 간의 자원개발 및 원활한 수송
을 위한 협력체 구축을 위해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구성을 제안하고 추진
·1단계(협력여건조성 단계)
·2단계(협력증진 단계)
·3단계(제도화 단계)

■ 철의 실크로드 연결
 북 동해선·경의선 연결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아시아 횡단철도(TAR)의
남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 개막 선도
 반도의 유라시아 물류중심지 실현: 한반도가 동북아 육·해상의 기종점 역할을 하여
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간 육상 물류 네트워크 구축
 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
남
증대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북한의 낙후된 철도인프라 현대화를 통한 북한
의 연착륙 유도, 남북한 인프라 발전 격차 해소를 통한 남북 통합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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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협력공간의 복원과 확대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 진출: 동북아 역내의 협력 확대
를 통해 장차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토대 구축
중점과제 및 추진방안
① 남북 철도 연결: 남북 경협거점 개발전략과 연계, 현재 연결공사가 진행 중인 경의선·
동해선 중심 추진, 경의선 연결 이후 개성공단과 연계한 철도 활용방안, 본격적인 철
도운행에 앞서 제한적인 형태의 철도 시범운송 실시
② 북한 철도 현대화: 북한구간 현지실사,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
방안 수립
③ 남북·대륙 철도 연계: 남·북·러 철도협력회의 정례화 및 철도장관회의 개최, 동북
아 철도실무협의회를 구성, 동북아철도 시범운송사업 추진, 문제점 분석 및 개선책
마련, 각국의 고속철도 건설사업 참여 및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동북아 및 유라
시아대륙 고속철도 구축

■ 통상 실크로드 확대
 시아가 ‘주목할 시장’으로 부상: 단순 교역 위주에서 투자확대 전략으로 전환하여
러
시장 선점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 막대한 오일달러 유입에 따른 구매력 증가를 활용하여 건
설/플랜트, IT, 유통 분야 등 다방면으로 진출 확대
 점과제 및 추진방안: 10만 유라시아 지역전문가/중소기업가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중
해소 및 중소기업의 세계화로 경제번영 달성, 특히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도로·통신·항만·송유관 건설사업 등)
에 적극 참여, 북한과 인접한 연해주에 ‘국경산업무역단지’를 설치하여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
한·러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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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앙아시아: 한국의 브랜드
중
이미지 확산을 통한 전략적
거점 확보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이재영 부연구위원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신현준 전문연구원

[1] 중앙아시아 지역의 의의
■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 거대게임(New Great Game)’의 중심지
 거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역로(Silkroad)로서 소연방 붕괴 후, 특히 9·11 테러 이
과
후 유라시아 지역 중심부인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증대

■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매장지
 앙아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자원을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 매장지역
중
임.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동에 이은 석유·가스자원 부존지역임(2005년 확인 매
장량 기준, 전세계 대비 석유는 약 4%, 가스는 5.1%).
 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석탄, 우라늄, 아연, 금 등 수많은 광물자원이 매
또
장되어 있음.
 동지역을 보완·대체할 에너지공급원으로 중앙아시아의 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중
투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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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경제성장 전망 및 협력 잠재력
 RICs의 경제성장 배후지(중국, 러시아, 인도 등 3개국의 교차점)에 위치한 중앙아시
B
아는 2015년까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BRICs와 동반성장이 가능한 신
흥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임.

<그림 Ⅳ-3> 2015년 중앙아시아의 발전 전망

민주화 점진적 추진 전망
(10년내 정권교체 예상)

2007년
후진적 경제구조의
자원부국

연평균 7%대 고도성장
(에너지 수출국이 성장주도)

2015년
신흥 거대시장으로 부상

에너지 수출 증가세를 기반으로
산업다각화 추진

■ 중장기적 협력 확대 필요
 앙아시아 국가들은 각종 건설/플랜트, 정보통신, 운송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중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경제구조(한국의 자본과 기술 + 중앙아시아의 자원
과 노동력)를 활용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자원 확보, 교역 및 투자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의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협력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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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협력방향

■ 협력목표와 협력전략
 라시아 대륙 진출 교두보,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지, 신흥시장 개척,
유
35만 고려인의 입지 강화를 주요 협력목표로 설정
<그림 Ⅳ-4>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목표
ㆍ유라시아 대륙의 진출 교두보 확보
ㆍ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장기ㆍ안정적 확보
ㆍBRICs 시장과 연계된 새로운 시장 개척
ㆍ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국가별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 전략

정치ㆍ외교 분야 협력 강화

에너지자원 공급원 확보

경제협력 확대

인적ㆍ문화적 네트워크 확충

ㆍ외교인프라 확충
ㆍ역내 다자협력기구 참여
ㆍODA 증대
ㆍ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
ㆍ고위인사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

ㆍ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ㆍ자원ㆍ플랜트 동반 진출

ㆍ수출 및 투자 확대
ㆍ건설부문 지출 확대
ㆍIT 산업 진출
ㆍ경제개발경험 공유

ㆍ고려인 지원을 통한
협력기반 강화
ㆍ한류 등 문화교류 확대
ㆍIT관련 교육연수 추진

■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추진
 치·경제발전단계, 산업발전전략, 현지수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 등 국가별 특성을
정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추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을 ‘전략적 협력대상국’
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 확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협력분
야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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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국가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맞춤형 진출’ 전략 개발
진출대상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진출
·카자흐스탄의 경우, 2015년까지 ‘산업혁신 전략’을 토대로 건축자재, 섬유,
철강, 식료, 원유 및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SOC 건설사업 적극 추진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수출을 통한 석유기금 조성(2006년, 24억 달러)으로
통신, 석유화학, 농업, 관광 등의 비석유 분야의 산업 육성을 추진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까지 추진될 ‘중기 후생증진전략’을 통해 연 8~8.5%
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에너지, 광물 등의 산업과 면화 등 농산물 가공 산
업의 발전을 계획
 라서 고위급 회담 및 정책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대상국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
따
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진출을 연계ㆍ병행 추진

■ 에너지협력: 연관 산업 시너지 강화 및 비교우위산업 진출
 국의 비교우위산업(IT, 건설, 플랜트산업) 진출 확대와 해외자원개발을 포괄적으로 다
한
루는 패키지(package) 진출방식 추진
 업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를 확대하여 부품 등 관련 제품 수출
산
확대

■ 정치적 유대 공고화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앙아시아 국가들의 정권이 대통령 1인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성향의 권위주의 정
중
권임을 고려, 정상 등 고위급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원활한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
 와 함께 정ㆍ재ㆍ관계 핵심 지도층 및 차세대 리더를 중심으로 한 지지기반 구축에
이
주력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148 10. 중앙아시아: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통한 전략적 거점 확보

■ ODA 확대를 통한 경제개발 경험 공유
 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지역과 전략적 개발
한
파트너십 구축
‘경제개발ㆍ개방경험 공유’를 확대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정책방향으로 유도
·예컨대 WTO 가입 지원, 한국의 대외개방 경험 전수, 공기업 민영화 및 시
장개방화

■ 한ㆍ중앙아시아 다자간 경제협력포럼 운영
이 포럼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증진

■ 고려인 지원 및 활용방안
 지 고려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사회 주요세력으로 육성하여 현지 네트워크를 보
현
완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어교육 강화 시스템 구축 및 고려인 중소기업가 육성지원책 마련

■ ‘한류’ 확대를 통한 진출기반 구축

한류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동질성 구축방안 추진 필요
(예컨대 상호 문화교류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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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경제협력의
균형자로서 역할 확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권기수 전문연구원

[1] 중남미지역의 전략적 가치

■ 전통적 광물·에너지자원 + 21세기형 미래자원인 생물자원의 보고
⇒ 광물에너지 자원 공급선 다변화 및 생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처
 남미는 동, 보크사이트, 철광석, 아연, 주석 등 전세계 전략적 광물을 20% 이상 생산
중
하고 있으며, 중동에 이은 제2의 석유생산 벨트(멕시코+베네수엘라+브라질)로 주목
받고 있음.
특히 중남미는 전세계 식물종의 34%를 보유하고 있는 등, 21세기형 자원으로 일컫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인 생물자원을 전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ㆍ미 국가정보위원회(NIC 2004)는 21세기 중남미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
로 푸른 노다지(Green Gold), 달콤한 노다지(Sweet Gold)로 불리는 생물자
원을 지목

■ 중남미경제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주기 진입, 브라질(BRICs)과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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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11) 경제의 부상, 미주단일시장(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형성 등에 힘
입어 역동적인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함.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안정적 무역흑자 시장
 남미경제는 강화된 경제체질에다 주종 수출품인 원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
중
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07~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3.4%)을 상회하는 4.2% 성장이
전망됨(Global Insight, EIU, World Bank 평균).
 라질은 BRICs의 일원으로 2025년 이탈리아, 2031년 프랑스, 2036년 영국과 독일의
브
경제규모를 능가할 전망이며, 멕시코는 신흥시장의 대명사로 불리는 NEXT-11 중에서
도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스트로체제 붕괴 이후 쿠바가 시장경제로 편입되고, 현재 중단된 미주자유무역지대
카
(FTAA) 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주지역은 경제규모 18조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단일시장 형성
ㆍ중남미는 우리니라 최대 무역흑자 시장(2006년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의 약
70%인 109억 달러 흑자 달성)

[2] 중장기 협력방향

■ 중남미지역은 지리적 거리, 언어·문화적 격차 등 경제협력상의 구조적 한계
로 우리나라의 주력 협력대상이라기보다는 대체적, 보완적 협력 대상지역으
로 의의가 큼.
 남미는 미·일·중 및 동남아에 집중된 수출시장 다변화, 중동에 편중된 에너지 공
중
급원 다변화 등 경제협력의 균형자로서 역할 중요

■ 중남미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대(對)중남미 3대 경제협력 방
향은 ① 자원 확보 ② 수출시장 기반 확대 ③ 개발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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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포괄적 자원협력 프로그램 운영
 물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및 미래자원의 선점 차원에서 중남미지역과 전략적 자원
광
협력 확대기반 구축 시급
 히 21세기 미래자원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선제
특
적 협력 강구 필요
 를 위해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협력위원회,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이
남미자원협력센터 사업을 가칭 ‘전략적 자원협력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필요

■ 중남미 진출 거점과 신속한 FTA 체결
 시코,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시장 진출 거점국가와 신속히 FTA를 체결, 수출시장 다
멕
변화 및 안정적 무역흑자 시장 지위 공고화 도모
ㆍ중남미시장 진출 3대 거점: 브라질(남미 거점), 페루(안데스 거점), 멕시코(중
미 거점)
 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신속히 종결짓고, 2006년 공동연구
이
를 마친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도 조속히 FTA 협상을 개시하
며, 페루와도 공동연구를 통해 FTA 협상 여건 조성
 히 천연자원 부국인 MERCOSUR 및 페루와의 FTA 협상 전략은 현지 자원생산 및
특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미주개발은행(IDB)을 축으로 기존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재편 운영
 존의 대중남미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IDB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 시너지효과를 극
기
대화할 필요가 있음.
 한 IDB 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한 가칭 ‘Korea Program’을 설립,
또
IDB 등 중남미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경험이 중남미 경제발전 모델로 채택될 수 있
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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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주: 포괄적 FTA로
상호이익 극대화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김한성 부연구위원

[1]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대양주 지역의 중요성
 부한 자원(호주): 한국 정부가 2007년 8월에 발표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풍
서 언급하고 있는 6대 전략광물에 대해 호주는 주요 보유국인 동시에 생산국임.
ㆍ호주는 우라늄, 아연, 니켈에 세계 최대 매장량을 지닌 국가이고 6대 전략
광종 생산에 있어 세계 5위 이내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음(2005년
기준).
F TA 추진(호주,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FTA 체결을 요구하
고 있음. 한ㆍ미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의 차기 FTA 체결 후
보국으로 떠오르고 있음.

Middle-Power
외교: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로 이 국가들의 지지를 얻
을 경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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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전망
 주는 국제 광물자원 수요 급등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 위기를 성공적
호
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OECD 평균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면 뉴질랜드의 경우 자국 환율 인상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와 저축 및 투자 감소는 경
반
기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양국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촉발된 거대규모의 엔캐리 자금 유입과 이에 따른 환율시
장불안정화는 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중장기 협력방향
■ FTA 추진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였음.
 러나 한국 정부는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이유로 이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시기상
그
조라는 입장을 견지함.
 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는 국내시장에
한
서 한ㆍ미 FTA를 통해 유입되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독점적 위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
동시에 현재 적극적으로 대양주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면서, 한국
이 대양주 시장에서 경쟁국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히 호주와 뉴질랜드가 한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상황은 협상이 개
특
시될 경우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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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및 농업시장 진출
 미 언급한대로 호주는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자국 자원개발시장에 해외 자본의 참
이
여를 희망하고 있음.

한국은
‘안정적 자원수급’이라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호주 자원시장에 대한 적극
적인 진출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충하도록 함.
 한 세계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호주ㆍ뉴질랜드 농업 부분에 한국의 투
또
자 진출도 모색해야 함.
ㆍ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에 수입되는 농축산물을 막아
야 한다는 정부의 소극적인 보호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지역
으로 직접 진출하는 농업부문의 플랜트형 수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ㆍ농업 투자 진출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① 천혜의 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한
청정지역이라는 점, ② 투자 진출 및 운영에서 투명성이 뛰어난 선진국이라
는 점, ③ 영어 사용권이라는 점 등에서 한국의 플랜트형 농업진출에 유리
한 점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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